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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알면 좋을 Tour Tip

이젠, 엠팩다이브로
수중촬영을 즐기세요!

혁신브랜드
아이디어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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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에 최적화 된 방수팩

대한민국 다이버를 지원합니다.
해외다이브트립 여행자께서

Ⓡ

Dive

Available touching screen of smartpone in water /

200m

SNS에 엠팩플러스를 태그하여 주시면
엠팩다이브를 최대 10일까지 대여해드려요.
사용후기를 매월 추첨하여 신품으로 증정합니다.
대여문의 카톡 : NOMADIVE

•세계 최초 요철 맞물림 특허기술 구현(PCT 국제특허 출원 및 국내 다수 특허 등록)
•지퍼 없이 요철 맞물림 방식 채택으로 스마트폰 수납성 편의
•2단계 벨크로 고정 방식으로 완벽 방수
•엠팩다이브는 6인치 이하의 전 기종(삼성, iPhone, LG, VEGA 등) 사용이 가능
•200미터 방수테스트 통과, 40미터 터치스크린 기능 가능

수중사진은 실제 엠팩다이브 | 엠팩스노클을 사용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국제공인방수 등급 IPX8 인증
세계 최초 수심 200m/2Hrs
방수테스트 통과

세계에서 유일한 수중 스마트폰
화면터치 기술(40m/131ft)

사용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TPU 소재 방수팩

수중에서 사진촬영 및 음악감상 등
수면에서는 조난 시 긴급통화 가능

(주)엠팩플러스Ⓡ 02-2277-6651 www.mpacplus.com
제품문의(다이브숍/강사전용) : 02-6012-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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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모알보알

모알보알

세부섬

Bluestar Resort 는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 파낙사마비치에 위치한 스킨스쿠버 다이빙 리조트이다. 체험 다
이빙, 펀다이빙, 호핑투어, 골프투어, 육상투어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스태프와
한국 스태프가 골고루 많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및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주요 다이빙 포인트로는 수억만 마리 떼의 정어리를 볼 수 있는 파낙사마비치 포인트,
웅장한 씨팬 군락을 자랑하는 마린 쌍뚜아리 포인트, 해골바가지 모양의 동굴과 깨끗
한 시야, 물반 고기반 화려한 포인트 페스카도르 섬, 거북이 가족이 살고 있는 통고 포
인트, 아름다운 연산호가 보존되어 있는 뚜블레 쌍뚜아리 등이 있다.
현재 객실은 본관 2인 1실 9개, 3인 1실 가족룸 1개, 별관 4인 1실 3개, 2인 1실 2개,
총 15개의 룸을 보유하고 있다.

Bluestar Resort
모알보알에서 바다를 만나세요!!

TEL : 070-4065-7188, 010-9971-0510
Kakaotalk : bluestar09•E-mail : lks498526@naver.com•Web : http://www.bluestar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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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창꼬 프로젝트
나는 다이버였습니다.

나는 강사였습니다.

교육이 중단되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갱신을 못 했는데 주변에서
교육해 달라고 한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

IDC때의 열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를 지도한 강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2의 전성기를 찾고 싶다.

다이빙 교육, 투어 중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수영장만이라도 폼나게
가고 싶다.

자격증을 분실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

연락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통있는 PADI 다이브센터와 다이빙 전문여행사 액션투어가 함께합니다
단체불문 재교육으로 PADI자격증으로 교체
PADI자격증이면 언제든 조회가능, 재발급 가능
각 센터에서 교육으로 상처가 치료된 분들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와 제휴된 해외 다이브 리조트로 팸투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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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을 한동한 하지 못한 다이브마스터 혹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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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프로다이브 (010-8653-3060) www.goprodive.co.kr

홍찬정 CD
임용우 CD

일정
교육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7PM~9PM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시

용인

고다이브 (010-6317-5678) www.godiving.co.kr

제주

굿다이버 (010-8869-2370) www.gooddiver.com

정혜영 CD

서울

노마다이브 (010-7114-9292) www.nomadive.com

김수열 CD

내용
스쿠버다이빙 기초 이론(다이버)
업데이트된 코스 자료 소개(강사)
스쿠버다이빙 기초 실습(다이버)
업데이트된 코스 스킬 개발(강사)

혜택 1

월 1회 이론 강습 (레벨별 맞춤수업)

혜택 2

월 1회 수영장 스킬 테크닉 강습

혜택 3

반창꼬 프로젝트 참가 수료 후 새로운 PADI 자격증으로 교체

혜택 4

「스쿠바다이버」 지 정기구독자에게 팸투어 특별혜택

정기구독 신청 및
과월호 구입 안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 장비의 사용기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독자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 다이빙 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TEL. 02 - 778 - 4981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www.scubamedia.co.kr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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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8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Vol.180 JULY/AUGUST

• 다이빙 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다이빙 기술

조류/표류 다이빙 스페셜티
(Drift Diving Specialty)
강영천 박사의

잠수의학 Q&A
다이빙 법률

다이빙 투어에 있어 타인의

명예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

독자 참관기

BSAC 대학생 ITC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

독자 투어기

하와이(Hawaii)
코모도섬(Komodo)
시파단(Sipadan)
축(Chuuk)
울진 나곡수중

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ntan
Indonesia East kalima

ds
Derawan Islan
아·데라완제도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인도네시

전자잡지 보기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s
Northern Mariana Island

SCUBA MEDIA

Saipan / Tinian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티니안

정가 12,000원

정기구독 요금

해외 정기구독 신청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

- 본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1회

12,000원

12,000원

1년(6회)

72,000원

60,000원

2년(12회)

120,000원

108,000원

10년(60회)

720,000원

500,000원
(사은품 증정)

단, 장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어도 계약된 구독료는
인상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연간
총 구독료

1지역

6,880원

41,280원

101,280원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 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 우편물
- 2지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과월호 요금

동남아권

수량

가격

수량

가격

1권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 대금 입금 안내
- 구매신청은 계좌로 입금한 후, 연락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 3지역 : 북미, 동서유럽, 중동, 대양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 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 입금 계좌 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해되는 시간을 아십니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해되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오래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테트라 팩 5년

과일 껍질

1~5주

담배 1~5년
통조림캔
종이컵
가죽

비닐봉지

10~20년

50년

그물망

30~40년

부이 80년
의류

30~40년

알루미늄 캔

80~100년
플라스틱 병

450년
건전지 100년

기저귀 500년

유리병 1,000,000년

낚시바늘 600년

티백 500~1,000년

PVC카드 1,000년

www.scubamedia.co.kr

EDITOR’S COLUMN

바다의 금강산,
해금강에서 다이빙하는
그날을 꿈꾼다!
글 구자광 (발행인)

가느다란 경계선을 넘는 일이 이렇게 쉬운데… 그 많은 날들, 서로 적대시하며 갈라놓은 경계선을 남과 북의 정상들이
자유롭게 아이들이 고무줄놀이 하듯 넘나들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서로 손을 잡고 넘나들던 이 경계선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이 되었다. 또 기억이 남는 장면, 남과 북 두 정상이 새의 지저귐이 가득한 곳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새의 소리는 평화의 노래를 대신하는 듯 아름답게 들렸고, 남과 북은 이제 평화의 대장정을 함께 행진하는 깃발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오늘 이 판문점은 화해의 마당이 되어 북으로 남으로 평화의 비둘기를 보내기로 합의한 상생의 장소가 되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은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이날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냈다. 이후 펼쳐지는 로드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의 창도 활짝 열렸다. 남과 북은 단일민족이며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솟구쳤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를 두고 불의 바다라 천명하고 전쟁의 공포를
심어주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연설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냥 힘없는
나라의 희망사항을 연설한다고 생각한 주변국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설은 오랫동안 유지된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 강력한 울림이었다. 누군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결국 판문점 선언으로 우리민족의 저력이 다시 한 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시민들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이야기 한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무조건 통일을 이야기 한다. 젊은
친구들은 북한과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을 지원하고 남한은 기술을 제공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어
청년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또한 우리의 평화를 강대국의 파워게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한반도 평화에 조금 더 일조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단일민족으로서 후손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모두들
저마다의 소원이 있고 기대치가 있다.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믿는다. 비록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마다의 마음속에 우리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간절히 응원하는 뜨거움이 존재한다.
몇 해 전에 강원도 고성군에서 주최하는 DMZ 수중사진 촬영대회에 참석하여 취재한 적이 있다. 그 순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해금강에서 수중사진 촬영대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제 그 꿈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설렌다. 대한민국의 다이버들이 북한의 동해안 곳곳을 다이빙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루어진 바다의 금강산인 해금강에서 스쿠바다이빙으로 바다풍광을 즐기며 신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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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MOUNT KATANA
Hollis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의 진화는 계속됩니다.

COMPACT, RECHARGEABLE, POWERFUL, RELIABLE.

SOLATM Simply Better

THE MOST RELIABLE LIGHT IN THE INDUSTRY

CERTIFIED QUALITY

SMART

FACTORY SEALED

FL-1 STANDARD
우리의 모든 라이트는 ANSI/NEMA FL-1
Standard 기준에 적합하게 개발되었으며,
밝기, 사용시간, 충격, 침수 테스트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COMPACT DESIGN

SOLA DASHBOARD
SOLA는 현재 밝기와 배터리 잔량, 충전량 등
을 표시해주는 대쉬보드가 있습니다. 이 시스
템은 매우 정확합니다. SOLA 는 스스로 자신
의 전압을 조절하여, 지속적으로 같은 밝기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Test reliability
수심 90m 까지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 있도
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THE PERFECT LIGHT

CHARGE STATUS

RECHARGEABLE

FOR EVERY DIVE
특허 받은 듀얼 빔 시스템과 강력하고 정확한
빔 패턴을 가진 SOLA 는 당신의 모든 다이빙
을 지켜줄 것입니다.

CERTIFIED FL-1 STANDARD

BATTERY LIFE

For the long haul
외부 충전부를 통해 Li-ion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외부 충전부는 다이버가 충전을
위해 라이트를 열어 침수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국어 E
GUID
E
C
I
O
V
지원

이제 수중에서
버디와 대화로 소통 합시다!

With tease new gears,
you can convey your feeling!

다이빙 시 Logosease를 사용하면...

보다 안전한 다이빙이 됩니다.
100m 거리에서도 버디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편해집니다!
수화 대신 대화로 버디와 소통 할 수 있습니다.

더 즐거워집니다.
소중한 수중 장면을 버디에게 알려 기쁨이 배가 됩니다.
BASIC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SDM Underwater Photography Contest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2018년 5/6월호 수상작 발표
금상
광각부문 이민정

접사부문 김성호

은상
광각부문 박동균

접사부문 장세정

동상
광각부문 민경호

접사부문 김지원

입선

김경신, 김성호, 김태엽
윤병화, 이민정, 조아영
(가나다 순)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한 3/4월, 5/6월,

응모 방법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

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

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

품됩니다.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

시상내역

수중사진 출품하기에 등록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접사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 본지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

작품의 저작권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합니다.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자가 가지며, 본사는 사용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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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5/6월 시상품

금상

보이저
•가볍고 부드러운 핸들의 2분할 캐리어

본체
•부샤 쉘케이스 :
운송 및 이용 중에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여
반강성 형상기억 EVA 처리된 뒷편 껍질이
내부 수납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지님
•휄제거 가능
•용량 : 137L
•사이즈 : 750х470х390mm
XL
•중량 : 3.5kg
•가격 : 380,000원

은상 동상

40L DryBag
ENOUGH SIAE MODERN STYLE
•	40L의 대용량으로 다양한 수납이 가능
• 넉넉한 사이즈와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오션테그의 인기 아이템
•	스쿠버다이빙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포츠에서
편하게 사용 가능
•소비자가격 : 120,000원

협찬사 :

(주)해왕잠수,

오션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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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금상

Wide Angle Category Gold Prize
이민정
범퍼헤드 패롯피쉬 무리
NIKON D750, f/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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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박동균
잭피쉬 무리와 다이버
Canon EOS 5D Mark III, f/8, 1/100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민경호
수중계곡 사이의 다이버
SONY ILCE-6500, f/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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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김성호
알을 지키는 노란고비
NIKON D800E, f/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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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장세정
콜맨쉬림프
SONY DSC-RX100M5

f/7.1, 1/80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김지원
마블쉬림프
OLYMPUS TG-4, f/6.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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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

입선 김태엽

입선 김경신

입선 이민정

입선 조아영

입선 김성호

입선 윤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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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세부 막탄섬 다이빙

NEW

GRAND BLEU RESORT
뉴그랑블루리조트

• 일상으로부터의 럭셔리한 휴식
• 다이빙 투어의 편안한 일정을 위한
아늑한 공간으로의 초대
• 53개의 프라이빗한 객실 운영
• 오션뷰 레스토랑
• 럭셔리한 인테리어

아름다운 바닷속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뉴그랑블루의 다이브 시스템과 함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당신의 선택에만 주어지는
최상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의 다이빙은 해변, 보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다이

필리핀 세부섬 주변의 막탄섬을 기준으로 보홀섬의 발리카삭, 말라

빙 포인트라도 리조트에서 2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오전, 오후, 야간에

파스콰, 모알보알, 수밀론, 아포 등의 주변 바다는 수온이 따뜻하고

각각 다른 포인트를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투명도를 자랑하며 서로 다른 컬러를 지닌 다

뉴그랑블루리조트의 다이브 시스템은 자체 공기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

이빙 포인트로 구성되어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관상할 수 있어 전세

으며 다이브 장비 또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의 대형

계 다이버들에게 사랑을 받는 스쿠버다이빙 최적의 장소입니다.

방카와 스피드 보트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뉴그랑블루 리조트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의 경험을 떠나보세요!

뉴그랑블루리조트

대표전화 070 4845 3122 / 세부전화 0917 321 8282
홈페이지 cebutour.co.kr/xe/home / 이메일 newgrandbleu@gmail.com
주소 Punta-enganu, Lapu-lapu city, Cebu, Philippines

PHOTO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RICHARD SALAS USA
RICHARD SALAS is a California native and graduate from Brooks Institute of Photography, where he was mentored by
Ernest Brooks II and first introduced to diving and underwater photography. Richard has worked professionally in digital
media for over twenty-four years and his unique approach to bringing out the texture and depth of his underwater subjects
is informed by years of experience in lighting products and people.
He has authored three books of photography, including Sea of Light - Underwater Photography of California’s Channel
Islands; Blue Visions - Underwater Photography from the Mexican Border to the Equator; and Luminous Sea Underwater Photography from Washington to Alaska.
Richard’s mission is to take the viewer through a marine biosphere where humanity’s impact is an undeniable force. While
many new endemic species are discovered every year, others have disappeared from it completely. The striking power of
Richard’s images radiates the light of unique vitality that resides in every organism he encounters. His photography clearly
reflects his strong advocacy for the sea and its inhabitants. Richard teaches underwater photography on photo excursions
in Alaska, Canada, California, Mexico, and Cuba, offering students personalized, one-on-one instruction.
리차드 살라스(RICHARD SALAS)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으로 브룩스 인스티튜트 사진 연구소(Brooks Institute of
Photography)를 졸업하고, 어니스트 브룩스 II(Ernest Brooks II)의 지도를 받았으며 다이빙과 수중촬영분야에서는 처
음 소개하게 되었다. Richard는 2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디지털 미디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했으며 수년간의 경험을 토
대로 인공조명을 활용하여 수중촬영에서 질감의 차이와 깊이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기법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진에 관한 서적 3권을 저술했다. Sea of Light

- Underwater Photography of California’s
Channel Islands; Blue Visions - Underwater Photography of California's Channel Islands; Luminous Sea Underwater Photography from Washington to Alaska.
리차드가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수중세계와 해양생물환경을 사진으로 제대로 표현하여 알려주는 것이다. 매년 다양하고
새로운 고유종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멸종되어 가는 종들도 존재한다. 리처드가 촬영한 수중사진의 이미
지들은 모든 생물체가 자신만의 매력이 돋보일 수 생명력을 불어 넣어 빛이 나게 한다. 그의 사진을 보면 바다에서 사는
해양생물의 생태와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리차드는 알래스카, 캐나다, 캘리포니아, 멕시코, 쿠바 등의 사진여행을
하면서 수중사진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1:1 개인별 지도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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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Spot Octopus, Octopus bimaculoides, North side of San Miguel Island, Santa Barbara

American Crocodile, Crocodiles acutes, Mangroves Jardines de la Reina, 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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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Blenny, Ecsenius australians, Great Barrier Reef, Australia

Bull Kelp, Nereocystis, God’s Pocket, BC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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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ated War Bonnet, Chirolophis decorates, God’s Pocket, BC Canada

Great White Shark, Carcharodon carcharias, Guadalupe Island,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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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Main Jelly, Cyanea capillata, Woodland Island, Alaska

Moon Jelly, Aurelia aurita, Ravencroft, Prince William Sound, Ala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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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jaw Frogfish, Antennaridae, Coco’s Island, Ecuador

42 |

Roca Partida, Revillagigedos Archipelago,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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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 Eel, Anarrhichthys ocellatus, God’s Pocket, BC Canada

Scalloped Hammerhead, Sphyrna lewini, Darwin Island, Galapagos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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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Oceanic Habitats, Territories
and Boundaries
해양생물의 서식지, 영역과 경계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Which habitats ocean creatures decide to settle and proliferate in, how

해양생물이 어느 서식지에 정착해 번식하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영

they mark their territory and what a territorial boundary looks like are

역을 표시하며, 영역의 경계는 어떤 모습인지는 복잡한 생태학적 주

complex ecological topics. How and why marine creatures colonize

제다. 해양생물이 어떻게 그리고 왜 군락을 이루고 바다의 풍경을 가

and divide the seascape has been a question marine biologists have

르는지는 해양 생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문제다. 우리의 바

studied for many years. It is pretty obvious that our waters are divided

다가 종의 무리로 이루어진 특정한 군락들로 나누어진다는 점은 아

into specific communities of species collections, but why? I am not

주 분명한데, 왜일까? 내가 이번 글에서 이러한 주제에 답할 수 있는

sure we can answer that topic here, but we can sure look at some of

지는 확신하지 못하나, 이런 군락들의 일부를 살펴보고 각각 얼마나

these communities and discuss how unique each is.

독특한지 논의해 볼 수는 있다.

On your next dive take some time and look around at the many different habitats, species territories and their boundaries.
Ask yourself why are crinoids always grouped atop the highest point on the reef?
다음에 다이빙을 할 때에는 다소 시간을 내어 주위를 둘러보면서 많은 서로 다른 서식지, 종들의 영역 및 그들의 경계를 살펴보라.
바다나리는 왜 늘 산호초의 꼭대기 위에서 무리를 이루는지 자문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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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swim across a reef expanse we experience various,

우리가 넓은 산호초 지역을 가로질러 유영해보면 생명이 없는 오아

contrasting bottom types, from sandy regions appearing like lifeless

시스처럼 보이는 모래 지역부터 기괴한 해양생물이 무수히 서식하

oasis, to muck bottoms hosting myriads of bizarre marine creatures,

는 먹 다이빙1) 바닥 그리고 맹그로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대조

and mangroves. And then there is the classical coral reef seascape

적인 바닥 유형들을 접하게 된다. 또한 전형적인 산호초 바다 풍경

made up of large reef forming coral heads providing habitat for

이 나타나는데, 산호들이 큰 산호 언덕을 이루어 수백 종의 산호초

hundreds of reef species. Within each of these are species, who “say,”

종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각각의 서식지 내에서 종들은 이건

this is my territory, and mine alone and have specific boundaries

내 영역이자 나만의 공간이라고 말하고 그 영역의 한계를 정하는

delimitating it. In these micro habitats life becomes interesting.

특정한 경계를 보유한다. 이러한 미세한 서식지들에서 사는 생명은
흥미롭다.

The complexity of these various communities varies from ocean to

이러한 다양한 군락들의 복잡성은 바다마다 다르다. 인도·태평양

ocean. A coral reef in the Indo-Pacific looks nothing like a coral reef

지역의 산호초는 카리브 해의 산호초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

in Caribbean waters. Species composition of these regions is entirely

다. 이들 지역에서 종의 구성은 완전히 달라, 태평양의 산호초는 이

different, Pacific reefs being dominated by reef building hard corals

를 형성하는 경산호가 지배적인 반면 카리브 해의 산호초는 해면

while Caribbean reefs being dominated by sponge communities.

군락들이 지배하고 있다. 먹 다이빙은 카리브 해에서는 생소하나,

Muck dives are unheard of in the Caribbean, but are sought after in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즐겨 한다.

the Indo-Pacific.

➊

Reefs form complicated assemblages of micro habitats, each with its own boundary.
산호초는 미세한 서식지들의 복잡한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서식지에는 그만의
경계가 있다.

1)	먹 다이빙(muck diving)은 바닥에 진흙, 어류 사체, 폐 어구, 타이어와
기타 쓰레기가 깔려 있는 포인트에서 하는 다이빙을 말한다.

➌

➋

➍

❶❷➌➍
Caribbean reefs(top) are dominated by sponges,
while Indo-Pacific reefs(below) are coral dominated.
카리브 해의 산호초(위)는 해면이 지배적인 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산호초(아래)는 산호가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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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allenge in this article is to explore collections of specific

이번 글에서 우리의 과제는 다른 곳은 놔두고 하나의 서식지를 선

species that demonstrate that some have selected one habitat over

택하는 것으로 입증된 특정 종들과 경계를 구분하는 종들을 살펴보

another and those that delineate territories. If a boundary is present, it

는 것이다. 경계가 존재하면 그건 분명해야 한다.

should be obvious.
Separation of marine habitats is largely caused by physical oceanogra-

해양 서식지들의 분리는 기질 유형, 조류, 파도 및 조수에의 노출

phic features: substrate type, exposure of currents, waves, and tides, etc.

등 주로 물리적인 해양학적 특성에 의해 야기된다. 이들의 조합에

The combination of any of these can produce any number of varied

따라 수많은 다양한 서식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각각의 서식

habitat types, each attracting its own composition of marine species.

지는 자신만의 해양 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Kelp beds form multiple habitats, beginning with the turf attached
directly to the bottom substrate, followed by the lower canopy just a
few feet off the bottom and finally the floating surface canopy. Each
provides habitat for their own group of organisms from invertebrates to
fishes. These are some of the most productive habitats in our oceans.

켈프 군락은 여러 층의 서식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뿌리 층은 직접
바닥 기질에 부착되어 있고, 이어 바닥에서 몇 피트 떨어져 하부 층
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떠 있는 표면층이 있다. 각각의 층은 무척추
동물에서 물고기까지 나름의 생물 군락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바

➊

다에서 가장 생산적인 서식지들의 일부다.

➋
❶❷
Here a sponge and coral fight for preservation of their territories.
The boundary is very obvious.
사진에서 해면과 산호가 자신들의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다.
그 경계가 아주 분명하다.

Corals too can fight for space.
Note the boundary between these
two different species.
산호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씨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들 두 종
사이에 있는 경계에 주목하라.

➌➍
Each of the three layers of a kelp
bed attracts its own group of
species.
➌

48 |

➍

켈프 군락의 3개 층 각각은 나름의
종 군락을 유치한다.

Whereas kelp forests are found along colder, temperate coastlines

켈프 숲은 냉대 및 온대 해안을 따라 발견되는 반면, 따듯한 열대

they are replaced in warmer tropical waters by a plant community

바다에서는 대신 맹그로브라고 하는 식물 군락이 들어서 있다. 맹

referred to as Mangroves. Mangrove trees are very specialized plants.

그로브 나무는 아주 특수한 식물이다. 지상의 나무와 달리 이러한

Unlike land trees this group is made up of about a dozen or so species

군락은 짠 바닷물을 견뎌낼 수 있는 약 10여 종들로 들어차 있다.

that can tolerate saltwater. Their root systems create “coral reef-like”

맹그로브의 뿌리 체계는 ‘산호초와 비슷한’ 서식지를 조성해 그 체

complexes proving protection to thousands of species of fish and

계 내에 도피하는 수천 종의 물고기와 무척추동물을 보호해준다.

invertebrates that take refuges within the root systems. Like coral

산호초처럼 맹그로브도 그 외곽 가장자리를 따라 끊임없이 성장한

reefs, mangroves are constantly growing along their outer edge. As

다. 침전물이 실린 물이 뿌리들 사이를 순환하고 맹그로브의 중앙

sediment laden water circulate through the roots and find calm at

에서 잔잔해지면 침전물이 가라앉아 결국 수중 서식지는 하나의 섬

the center of the mangrove, they deposit their sediment, eventually

으로 변한다.

turning the water habitat into an island.

➋
❶❷
Mangroves replace kelp forests along tropical, warm water coastlines.
따듯한 열대 해안을 따라서는 켈프 숲 대신 맹그로브가 들어서 있다.

➊

Every coastline is subjected to the coming and going of
ocean tides, created by the gravitational pull of the moon
and sun. When the tides go out, nearshore bottoms are
exposed. These are referred to as Intertidal Habitat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coastline, their
protection from or exposure to wave action, intertidal
habitats are some of the most diverse and productive
habitats in the ocean. Life here can be quite hostile but
the density of organisms can be astounding.

모든 해안은 달과 태양의 중력으로 인한 조수의 밀
물과 썰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조수가 나가면 연
안 바닥이 노출된다. 이를 조간대 서식지(Intertidal
Habitat)라고 한다. 해안의 위치, 즉 파도 활동(wave
action)으로부터 보호를 받느냐 혹은 파도 활동에 노
출되느냐에 따라, 조간대 서식지는 해양에서 가장 다
양하고 생산적인 서식지의 하나가 된다. 이곳에서 삶
Organisms living in the intertidal zone must be able to tolerate huge environmental extremes, such as
exposure to sunshine, rain and crashing waves.

은 꽤 적대적이지만 생물들의 밀도는 놀라울 정도다.

조간대에서 사는 생물들은 햇빛, 비와 부서지는 파도에의 노출과 같이 엄청난 환경적인 극한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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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eeds are restricted to shallow water allowing for the penetration

해조류는 빛의 침투가 허용되는 얕은 물로 한정되어 있다. 흐린 바

of light. In murky waters the depth in which seaweeds can survive

다에서는 해조류가 생존할 수 있는 수심이 아주 맑은 바다에서보다

is much shallower than in crystal clear waters. Without sunlight

훨씬 더 얕다. 햇빛이 없이는 해조류와 조류가 광합성을 수행할 수

seaweeds and algae cannot carry out photosynthesis.

없다.

Many species are associated with cnidarians species like sea

많은 종들이 말미잘 같은 자포동물 종들 및 심지어 성게와 관련되

anemones, and even sea urchins. These relationships have everything

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방어 및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숙주에

to do with protection and survival. The resident is using the stinging

서식하는 동물은 숙주의 쐐기세포 또는 가시를 이용하여 포식자를

cells or spines of the host to keep predators away.

물리친다.

Banggai Cardinalfish can be found on both in sea urchins and sea

방가이 카디널피쉬(Banggai Cardinalfish)는 성게와 말미잘에서

anemones, whereas the other cardinalfish species seem to prefer

모두 발견되는 반면, 여타 카디널피시 종들은 성게 가시에서만 숨기

hiding in urchin spines alone.

를 선호하는 듯하다.

➋

➊
❶❷
Chloroplasts within the algal cells carry out photosynthesis converting carbon dioxide into life sustaining oxygen.
조류 세포내에 있는 엽록체는 광합성을 수행해 이산화탄소를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로 전환한다.

➌
➌➍
Cardinalfish have figured out the perfect place to hide from predators.
카디널피시는 포식자로부터 숨기에 완벽한 장소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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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Clownfish, aka Anemonefish, are the most common and well known

흰동가리(clownfish; anemonefish라고도 함)는 말미잘 촉수들 사

species that find protection hiding among anemone tentacles.

이에 숨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흔하고 잘 알려진 종이다.

Then there are several specialized territories like those known as

다음으로는 청소 정류장(cleaning station)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

cleaning stations. Cleaning stations are specific locations on the reef

여러 특수한 영역들이 있다. 청소 정류장은 산호초에서 특정한 장

where cleaners (shrimp and some fish species) hang out, and by

소로, 청소부들(새우와 일부 물고기 종들)이 자주 출몰하고 이들은

flashing their bright colors attract species of fish in need of a parasite

자신의 밝은 색상들을 과시해 기생충을 청소할 필요가 있는 물고기

cleaning.

종들을 유인한다.

➊

➋

❶❷
Biologists are still speculating on why clownfish are immune to the anemones tentacles while other species are not.
생물학자들은 흰동가리(clownfish)가 말미잘의 촉수에 면역을 보이는 반면 다른 종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에 관해 여전히 추정만 할 뿐이다.

Hinge backed shrimp and candy-stripe shrimp at cleaning stations.
청소 정류장의 경첩 등 새우(hinge backed shrimp)와 사탕 줄무늬 새우(candy-stripe shrimp).

2018 May/June | 51

The “muck dive” has risen in popularity among many divers.
Muck bottom habitats not only support numerous soft sediment
burrowers, but for some unknown reason are preferred situations
for an entire array of tropical odd-balls. Why these creatures are
only found here and not elsewhere on the reef is a mystery that
deserves study.

‘먹다이빙’은 많은 다이버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이러한 다이빙포
인트의 바닥 서식지는 부드러운 침전물에 굴을 파고 사는 수많은
동물들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뭔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열대의
괴짜 동물들 전체가 선호하는 상황을 제공한다. 왜 이들 생물이
여기서만 발견되고 그 밖의 산호초에서는 그렇지 않은지는 연구
해볼 만한 미스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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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of muck bottom creatures.
먹 다이빙포인트의 바닥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의 예.

We often overlook whose creatures living in the open water, known

우리는 종종 오픈워터에서 사는 생물들, 즉 표영성 생물들의 서식지

as the pelagic habitat. This spacious liquid habitat provides few

를 간과한다. 이와 같이 공간이 넓고 유동적인 서식지는 숨을 장소

places to hide. Fishes and drifting invertebrates are at the mercy of

가 거의 없다. 물고기와 표류하는 무척추동물은 조류에 좌우되기 마

the currents. Black water dives are high on many divers “gotta do”

련이다. 칠흑 같은 바다에서 하는 다이빙은 많은 다이버들이 ‘꼭 해

list. At night when the waters are calm, the black quiet of open water

야 할 일’의 목록에서 상위에 있다. 바다가 잠잠해지는 칠흑 같은 고

pelagic habitats is teaming with drifting nearly transparent critters

요한 밤에 표영성 생물들의 오픈워터 서식지는 표류하는 거의 투명한

that rise to the surface protected by darkness. See our “Oceanic

생물들로 가득한데, 이들은 어두워서 보호가 되는 표면으로 올라온

Drifters” article in Skin Diver July/August 2012 for a review of the

다. 이러한 서식지에서 사는 많은 흥미로운 동물들을 살펴보려면 「격

many interesting residents of this habitat.

월간 스쿠바다이버」 잡지 2012년 7/8월호에 실린 ‘바다의 표류자와
방랑자’란 글을 참조바란다.

It is not coincidental that many species are found deliberately living

많은 종들이 다른 종들, 흔히 완전히 다른 문에 속하는 종들속

on other species, often of completely different phyla. We are aware

에 의도적으로 사는 모습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알려진 바와

of a gymnodorid nudibranch that lives on the fins of several goby

같이 짐노도리드 나새류(gymnodorid nudibranch)는 여러 고비

fishes, and several commensal shrimp like the Emperor’s Shrimp,

의 지느러미에서 살고, 여러 공생 새우 가운데 황제새우(Emperor’s

Gelatinous forms are common near the surface at night.
밤에 바다 표면 근처에서는 젤라틴질 형태의 생물들이 흔히
관찰된다.

➋
❶❷
➊

Larger members of the pelagic zone include the jellyfish.
표영성 생물들의 서식지에서 큰 종들로는 해파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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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climens rex, which is found on several species of sea cucumbers,

Shrimp, Periclimens rex)는 여러 종의 해삼, 바다나리, 불가사리

crinoids, sea stars and dorid nudibranchs. Species that utilize other

및 도리드 나새류에서 발견된다. 다른 종들을 자신의 아주 특수한

species as their very specialized habitat do so purposely to attain some

서식지로 이용하는 종들은 먹이 가용성의 향상처럼 어떤 혜택을 얻

benefit, such as improved food availability.

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There are numerous examples of living animal tissue providing

동물의 생체조직이 공생생물에게 서식지로 제공되는 예가 아주 많

habitats for symbionts. Giant clams, many coral species and a number

다. 대왕조개, 많은 산호초 종들 및 여러 나새류의 조직에는 공생

of nudibranchs house microscopic organelles in their tissue forming

관계를 이루는 미세 세포소기관이 있어 서로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a symbiotic relationship that provides benefit to both species. This

이러한 주제는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잡지 2012년 9/10월호에 게

subject was discussed in detail in our Solar Sea Slugs article in Scuba

재된 ‘태양광 바다 민달팽이’란 글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Diver September/October 2012.
Another example of “symbiotic-like” relationships between species, are

종들 간 ‘공생 유사’ 관계의 또 다른 예로는 해면동물의 조직에서

those such as zoanthids, sea anemone-like organisms living in the tissue

살고 말미잘과 비슷한 생물인 조안티드(zoanthid)와 같은 동물들

sponges. I have often wondered whether the zoanthids benefit from the

이 있다. 나는 조안티드가 여과 섭식 동물인 해면이 일으키는 조류

currents created by the filter feeding sponges because of their larger size

로부터 혜택을 보는지가 종종 궁금했는데, 이들은 덩치가 더 크고

and filter feeding behavior draw food to the vicinity of the zoanthids.

여과 섭식 행동은 먹이를 조안티드의 인근으로 끌어오기 때문이다.

➊

➋

❶❷ These commensal shrimp ride around on foraging nudibranchs, grabbing a nibble here and there on the ride.
사진의 공생 새우는 먹이를 찾는 나새류에 타고 그 위를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서 야금야금 뜯어먹는다.

Symbiotic organelle’s living in the tissue of this giant clam, use sunlight to convert
carbon dioxide into oxygen and sugar, while providing habitat for the symbiont.
사진에서 보이는 대왕조개의 조직에서 사는 공생 세포소기관은 태양광을 이용하여 이산화탄
소를 산소와 당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서식처를 제공받는 혜택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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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dibranch, Phylodesmium longcircum, provides habitat for the symbiotic zooxanthellae
that live in the network of tubes within the slugs body. This symbiosis provides benefits to
both species.
파일로데스뮴 롱시컴(Phylodesmium longcircum )이란 나새류는 그 체내에서 관들로 이루어진 망에
서 사는 황록 공생조류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생관계는 서로에게 혜택을 준다.

So it is pretty obvious that oceanic inhabitants do segregate and select

그렇다면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은 자신이 사는 특정한 서식

specific habitats to live in. They also form territories with highly

지를 구분하고 선택한다는 점이 아주 분명하다. 또한 이들은 고

discernible boundaries. These boundaries often move back and forth

도로 식별 가능한 경계가 있는 영역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계는

in the struggle to maintain real estate on the ocean bottom, in order

바다의 바닥에서 서식지를 유지하려 애쓰면서 흔히 왔다갔다 이

to optimally utilize resources and be protected against environmental

동하는데,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의 동요로부터 보호받

perturbations. It’s all in the day in the life of our oceanic buddies.

기 위함이다. 그건 해양생물의 일상적인 일이다.

❶❷
Here anemone-like zoanthids live in the tissue of sponges.
사진에서 보듯이 말미잘과 비슷한 조안티드(zoanthid)는 해면동
물의 조직에서 산다.

➌➍➎
The partitioning of ocean resources is the secret to survival
in this harsh environment.
➊

➋

해양 자원의 분할은 이러한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비결이다.

➌

➍

케빈 리(Kevin Lee)

데이비드 베렌스 (David Behrens)

해양 생태계 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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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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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Mariana Islands

Rota Island
북마리아나제도

로타섬
글 구자광
사진 구자광, 高久 めぐみ (TAKAKU MEGUMI)

일본

필리핀

로타섬

사이판
괌

북마리아나제도에 위치한 로타섬의 다이빙사이트들은 소산하야만(Sosanhaya Bay)과 타이핑
고트 반도(Taipingot Peninsula, 로타반도) 인근에 집중되어 있어서 송송빌리지의 다이빙샵으
로부터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다. 따라서 다이빙샵과 선착장의 거리도 가깝고 다이빙샵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숙박 시설들이 있어 편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다.
겨울철(11~3월)은 북쪽 바람이 강해 북쪽에 접한 포인트는 접근이 어렵다. 여름철(4~10월)
은 남쪽으로 약한 바람이 분다. 이 시기는 태풍의 영향을 제외하면 풍향에 따라 어느 지점에
서도 다이빙이 가능하다. 4~7월이 베스트 시즌이고, 이 시기에는 바다가 잔잔하다. 센하놈 케
이브(Senhanom Cave, 로타홀)에 비치는 빛의 각도가 가장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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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마리아나제도 연방과 로타섬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 Rota Island

로타섬이 속해 있는 국가명을 명확히 한다면 미국 연방국으로 북마리아나제도 연방

로타섬 정보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이다. 북마리아나제도 연방
은 마리아나제도의 15개 섬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괌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의 섬
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타섬은 CNMI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마리아나제도는 필리
핀해와 태평양의 경계선을 만들면서 남북으로 400마일에 걸쳐 일렬로 늘어서 있으며
이중에서 큰 섬들이 사이판(Saipan), 티니언(Tinian), 로타(Rota), 괌(Guam) 4개의 섬
이며, 북마리아나제도라고 하면 가장 남쪽에 있는 괌(Guam)을 제외한다.

로타섬 ROTA

시차
우리나라와 로타섬의 시차는 1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오후 2시면 로타섬은 오후 3시가
된다.

전기
100v용 전기콘센트를 이용하기 위한 11자형 플러그가
필요하다.

로타섬은 사이판과 괌의 대략 중간쯤에 있으며 사이판으로부터의 거리는 136km이다.
면적은 사이판이 185㎢, 티니언이 100㎢, 로타는 125㎢, 괌은 540㎢이다.
전기/전압 110V

로타섬은 옆으로 긴 장방형으로 생겼으며 크기는 좁은 폭과 긴 폭이 대략 5x16km 정
도이다. 섬 중앙의 잘록한 부분을 경계로 하여 동부는 전반적으로 평지인 반면 서부는

비자

사바나 고원이 있는 고지대(468m)이며, 서쪽 반도 끝에는 타이핀고트산(Mt. Taipingot :

기본적으로 북마리아나제도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입국

143m)이 있어서 동부에 비해 기복이 있는 지형이다. 원주민들은 로타라고 하지 않고 루

할 때 미국비자가 필요 없어도 가능한 비자 면제 지역

타(Luta)라고 부른다. 로타섬에는 작은 농경지들이 있고 야생사슴이 많다. 로타섬의 샘

이다. 미국령 괌과 사이판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물이나 지하수의 품질은 상급이다. 로타는 수도격인 송송(songsong) 빌리지가 있다.

기간이 45일로 늘어나고 H-2B 취업 비자를 무제한으

송송(Songsong)은 차모로 언어로 마을이란 뜻이다. 작은 섬이라 전통적으로 이 섬에

로 발급된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 또는 미

는 하나의 마을밖에 없었다는 의미를 간직한다. 스페인 통치시대 때 차모로인들에 의

국령에 입국하려면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해 건설된 마을이다. 그러나 지금은 로타공항 남쪽에 시나팔로(Sinapalo) 마을이 있

Authorization) 사이트에서 미국입국신청을 하고 승인을

다. 현재로서는 송송빌리지의 행정, 상업, 주거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송송

받으면 비자가 면제된다.

빌리지는 도보로 30분 정도 둘러보면 된다. 작고 조용한 마을이다.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란 미국에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
의 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 목적이다.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
라는 2008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규정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
여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ESTA는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인 EU, 일본, 뉴질
랜드,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한국 등 37개국 국
민들은 90일 이내 단기 미국 방문 시, 여행 전에 미
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https://
esta.cbp.dhs.gov/esta/)에 접속 지정된 질문에 대
한 답변을 입력한 후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여
행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ESTA를 이용하기 위
해서는 전자여권(6개월 이상 유효)이 필요하다.
로타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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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절벽

대한민국

SAIPAN

일본

필리핀해

가라판

▲ 타포타우산
수수페

사이판 PIC
사이판 국제공항

라소산 ▲
티니안 국제공항

TINIAN

산호세

태평양

필리핀

GOAT
인도네시아

가는 방법
인천공항에서 사이판이나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다. 바로 괌이나 사이판 국
내선 터미널에서 로타행 비행기를 갈아탈 수 있다.
사이판 공항에서 로타섬까지는 비행기로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괌에서 로타까지는 비행기로 약 30
분 정도 소요된다.
로타리조트

ROTA

• 사이판을 경유해서 로타섬으로 가는 방법 - 5편
로타국제공항
송송빌리지

• 괌을 경유해서 로타섬으로 가는 방법 - 3편
※	참고로 공항에서 다이빙샵이 있는 송송빌리지까
지는 자동차로 약 15분 정도 걸린다.

인천공항

4시간 30분

GUAM
4시간 30분

괌 PIC
괌국제공항

사이판

35분

하갓냐

로타
괌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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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타섬의 다이빙 환경
북마리아나제도에 위치한 로타섬의 다이빙사이트들은 소산하야만(Sosanhaya

로타섬의 다이빙사이트의 대부분은 리조트에서 10~15분이면 갈 수 있는

Bay)과 타이핑고트 반도(Ta ipingot Peninsula, 로타반도) 인근에 집중되어 있

거리에 있다. 그래서 작은 보트로 1회씩 다이빙을 하고 다이빙샵으로 돌아

어서 송송빌리지의 다이빙샵으로부터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다. 따라서 다이

온다. 현재 로타섬에는 호텔이나 모텔이 서너 군데가 있고, 일본인이 운영

빙샵과 선착장의 거리도 가깝고 다이빙샵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숙

하는 다이빙샵이 2개 있다. 한국인이 다이빙샵을 준비중이기도 하다. 항구

박 시설들이 있어 편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는 로타반도를 중심으로 West Harver와 East Harver가 있어 양쪽을 동시
에 이용한다.

다이빙 시즌
겨울철(11~3월)은 약간 북쪽 바람이 강해 북쪽에 접한 포인트는 접근하기 어
렵다. 여름철(4~10월)은 남쪽으로 약한 바람이 분다. 이 시기는 태풍의 영
향을 제외하면 풍향에 따라 어느 지점에서도 다이빙이 가능하다. 4~7월이
베스트 시즌이고 이 시즌에는 바다도 잔잔하다. 센하놈 케이브(Senhanom
Cave, 로타홀)의 비치는 빛의 각도가 가장 아름답다. 수온은 겨울에는 28도,
여름에는 29.5도 정도이다.

다이빙 방법
로타섬은 숙박과 다이빙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다이빙리조트는 없고, 호텔에
서 숙박하고 다이빙샵에서 다이빙을 하고 점심식사는 다이빙샵에서 도시락
을 주문해 준다. 아침과 저녁은 펜션에서 직접 요리를 하거나 인근 식당을 이
용한다.
소산하야만(Sosanhaya Bay)

송송빌리지(Songsong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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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샵

숙박시설

Blue Palms Dive Service Rota

Rota Resort&Country Club

전화 : 1-670-532-3483

로타섬에서 가장 좋은 숙박시설이고 로타공항 인근에 위치하여 다이빙샵까

이메일 : palms@pticom.com

지는 자동차로 15분 정도 걸린다.

웹 : www.blue-palms.com

Hotel Valentino
송송빌리지 인근에서는 가장 시설이 좋은 숙박시설이다. 다이빙샵까지는 자

Rota Scuba Center Rubin

동차로 5분 정도 걸린다.

전화 : 1-670-532-5353
이메일 : rubin@pticom.com
웹 : www.rotarubin.com

Bayview Hotel

식당
Pizzaria Bar and Grill - 간편 양식
Tokyo En - 일식
Rota's BBQ House&Restaurant - 양식
Coral Garden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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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Palms Dive Service

메구미

Blue Palms Dive Service는 괌과 사이판 사이에 위치한 아

메구미는 10년 이상 로타섬에서 다이빙을 해

름다운 열대의 로타섬에 위치하고 있다. 1996년부터 운영하

왔으며 로타섬(Rota) 주변의 다이빙사이

고 있는 오래된 다이빙샵이다. 경험이 많은 가이드가 안내를

트를 정말 좋아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하여 주변의 다이빙사이트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리조트 주

6,000명이 넘는 다이버들에게 로타섬

인은 일본인 메구미이다.

주변의 다이빙사이트를 안내하며 로
타섬에 대해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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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리아나 다이빙사이트
6

5

2
1

43

SAIPAN
1. Spot Light
2. Banzai
3. Wing Mermaid
4. Wing Arch
5. Wing Crevasse
6. Wing Beach
7. Eagle Ray City
8. B·29
9. Ship Wreck One
10. Ship Wreck Two
11. Anchor Point
12. Oleai
13. Ice Cream
14. Dimple
15. Pipe Point
16. Obyan
17. Boy Scout
18. Naftan
19. Naftan Wall
20. Lau Lau
21. Lau Lau Wall
22. Forbidden Island
23. Super Hole
24. Bird Island
25. Captain's Chair
26. Grotto

8

7

9

10

23

25
24

26

11

SAIPAN
12
13

14

22
20 21

15

16

19

17
18

TINIAN

10
1
2
3
4
5
6

1. Dump Coke North
2. Dump Coke South
3. Tinian Grotto
4. Diablo
5. Crevasse
6. Fleming
7. Two Coral
8. Suicide Cliff
9. Taga Point
10. Shooting Gallery

9

TINIAN

7
8

TATSUMI REEF
1. Manta Head
2. Half Moon
3. Glant Rock
4. Coral Garden

TATSUMI

5

3

1
3

2

1

2
4

4

GOAT ISLAND
1. Drop Off
2. Big Crevasse
3. West Corner
4. Dolphin City
5. Bomb Point
6. Shark Point

GOAT
6

ROTA
1

2
3

8

7

4
5

ROTA

6

11
12
13

9

10
16

14

15

1. Salingai Arch
2. Salingai Tunnel
3. Pinatang Reef
4. Rota Hole
5. Harnom Drop Off
6. No. 1Point
7. Table Top
8. A-Frame

9. Cable Run
10. Seven Screws
11. Shoun Maru
12. Snake Eyes Express
13. Coral Garden
14. Sub Chaser #2
15. Pona Point
16. Pearlman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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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타섬의 다이빙사이트
Senhanom Cave 또는 Rota Hole
Senhanom Cave(센하놈 케이브)는 Rota Hole(로타홀)이라고도 부른다. 규
모 면에서는 사이판 그로토(Grotto) 보다는 작고, 티니언 그로토보다는 크다.
생김새는 사이판 그로토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수심은 9~24m이다.
보트 다이빙으로 굴 입구에서 입수하여 진입하며, 입구는 크지만 들어갈 수
록 작아진다. 큰 입구 오른쪽에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입구가 또 하
나 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 스폿라이트와 같은 빛기둥이 보이는 곳에서 위
로 상승하면 절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물웅덩이 수면으로 상승하게 된다.
물론 밖에서 보면 물웅덩이로 보인다. 사이판 그로토 입구의 물웅덩이 수면
에 비해 그 크기는 1/3도 안되지만 그 절벽에도 사이판 그로토와 같이 계단
이 있다면 사이판 그로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굴 안에는 곰치, 스
쿼렐피쉬들이 간간히 보이고, 기타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동굴 막다른
지역에는 랍스터가 십여마리가 살고 있다.
이곳은 로타섬의 대표적인 사이트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빛의 각도가 달
라지는 빛기둥이 유명하다. 1년 중 3~9월에 햇빛이 바로 내리비추는 시기
인데 그 중에서 4월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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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섬의 3 난파선

Seven Screws

로타섬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난파선 쇼운마루(Shoun Maru)가 유명하다.

추가된 난파선 중 하나의 이름은 Seven Screws인데 특이하게 프로펠러를

괌에서 U.S 코스트 가드에 의해 압수된 중국 밀수선 2척을 1999년 2월 11

일곱 개나 가지고 있는 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난파선 속으로 들어가도

일에 수중 관광용으로 쇼운마루 근처에 인위적으로 침몰시켜 난파선 다이

위험하지 않게 배를 손질했다. 선체 길이는 40m 정도이며, 바닥 수심 32m,

빙사이트를 세 군데로 만들었다. 이들 난파선은 모두 백사장 위에 반듯하

마스트는 23m 정도에 있다.

게 누워있고 파도와 조류가 약한 소산하야만 안에 위치하고 있다.

Snake Eyes Express
Shoun Maru

나머지 한 척은 Snake Eyes Express이다. 선체 길이 40m, 바닥수심 30m,

120m 짜리의 제2차 세계대전 화물선. 폭파된 구멍으로 트럭, 자전거, 병,

마스트는 약 18m 수심에서 시작된다.

목욕조, 엔진들이 드러나 있다. 모래밭에는 가든 일(Garden Eel)들이 많
다. 시야는 확 트여 하얀 백사장 위에 선체길이 120m 4,500t 짜리 대형 난
파선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런 조건의 난파선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고
한다. 가운데 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선수와 선미 부분이 고스란히 살아 있
어 전형적인 난파선 다이빙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난파선이 오래 되었는데
도 물이 맑아서인지 해양생물이 많지 않다. 현재는 거의 완파 수준이다. 선
체 수심은 21~30m이고, 선착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바닥까지는 수심이
30m가 넘고 조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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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n
동굴쪽에서 본 제일
큰 Maru
구멍

1. Sailigai Tunnel&Arch

4. Harnom Point

이곳은 터널과 아치로 되어 있는 지형으로 입구가 오버행으로 되어 있는

깊은 해저로 이어지는 절벽형 다이빙사이트이다. 절벽을 따라 가다가 피쉬

구조이다. 출입구는 13m와 18m 수심에 있으며, 아치 안쪽에 부채산호들이

보울(fish bowl :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정지하면 회유성 큰 물고

서식한다. 스팅레이와 아네모네피쉬 등을 볼 수 있다.

기와 바다쿠다, 잭피쉬, 튜나 등을 볼 수 있고 운이 좋으면 거대한 청새치
(Marlin)도 볼 수 있다. 나폴레온피쉬, 험프헤드패롯고기, 바다거북, 상어 등

2. Mushroom City
피나탕 공원(Pinatang Park)의 9~18m 수심에 위치하고, 섬의 서부해변을
따라 경산호 리프가 발달해 있으며 버섯처럼 생긴 산호 뭉치들이 돌출해
있다. 고트피쉬, 노란 천사고기, 서전피쉬, 앵무고기, 엔젤피쉬, 무리쉬아이
돌, 블루핀 트레발리, 구루퍼, 헬멧조개 등을 볼 수 있다.

3. Senhanom Drop Off   
로타홀 바로 옆에 위치한 수심 70m까지 깎아지른 듯한 역동적인 드롭오
프로 되어 있어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 커다란 나폴레옹피쉬나 리프피쉬가
서식하고 있다. 오버행한 드롭오프만으로도 압도되지만, 매크로 생물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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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만날 수 있다.

5. Jerry's Reef
하얀 모래밭에 둘러싸인 산호바위 동산으로 작은 리프피쉬가 많고 곰치가
산다.

6. Joanne's Reef
이곳은 바다가 잔잔하고 시야 맑으며 여러 가지 리프피쉬들이 있는 곳이
다. 고트피쉬(Goat fish), 패롯피쉬 및 스내퍼(snapper)들이 10m 수심에서부터
18~24m 수심의 모래밭에 이르기까지 서식하고 있다. 모래 바닥에는 라이온피
쉬, 스파이더 콘치(Spider conch) 또는 가끔 옥토퍼스와 이글레이가 보인다.

7. Table Top
두개의 이웃한 피나클이 있는 지형으로 고비와 조개류가 많다. 특히 스파이
더콘치(Spider Conch)가 모래 속에 많다.

8. A-Frame
모래 바닥 위에 산호 바위들이 산재해 있는데 산호 바위들은 크기가 커서 작
은 굴이 뚫려있는 것들도 많다. 구석을 잘 들여다보면 바닷가재와 라이온피
쉬가 있다. 주변에는 가오리, 아네모네피쉬 고비, 패류와 작은 누디브랜치 등
을 발견할 수 있다. 블랙서전피쉬, 패롯피쉬도 볼 수 있으며 가끔 화이트팁
샤크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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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able Run
일본 통치시대의 인광석 공장 앞 바다이며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보조 구잠정(잠수함 추격용 : Submarine Chaser) 잔해
가 흩어져 있다.

10. Sub Chaser #2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 잠수함 추격선의 잔해가 흩어져
있다.

11. Coral Garden
각종 산호들이 군락으로 있다. 여기에는 화려한 색상의 리
프피쉬 종류들이 많고 문어, 누디브랜치, 상어, 말미잘고기,
바다거북 등을 볼 수도 있다.

12. Pona Point
거리는 짧지만 절벽 다이빙사이트이다. 부채산호, 바다나리
들과 회유성 어류를 볼 수 있다. 조류가 강한 때가 있다.

13. Pealman Tunnel
거대한 오버행 바위에 바다가재, 라이언피쉬 등이 숨어 있고
부채산호가 있다. 처마바위 안쪽 천정에 구멍이 뚫려 있어
서 이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절벽을 표류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14. French Tunnel
중간 크기의 터널로 바닷가재가 있으며 상어와 바다거북이
있을 때가 많다. 해저에 큰 바위들이 흩어져 있고 여기에 해
양생물들과 각종 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15. Turtle Ridge
이곳의 매력은 바다거북이다. 일반적으로 그린터틀(Green
Sea Turtle)이 해초를 뜯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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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urtle Cove
이름 그대로 바다거북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

17. NO.1                                                  
절벽 바위에 자연에 새겨진 ‘1’이라는 글자에서 이름이 붙어있
는 곳이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좌우에 있어 드롭오프의 바
위 구조로 되어 있고 역동적인 드리프트 다이빙을 할 수 있다.

18. Finagtan                                    
산호가 많아 물고기기들이 많다. 아기자기한 열대어들이 커다
란 수족관에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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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타섬의 육상관광
로타섬의 육상 관광지는 천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많다. 하지만 섬이

송송빌리지의 동쪽 방면

작아 하루에 전부 돌아볼 수 있다.

• 일본군 대포(Japanese Cannon)
3.5km 떨어진 도로 위 콘크리트 참호에 일본군 대포가 타이핀 고트

송송마을 인근 지역

산 방향을 보고 있다. 웨딩케이크 산을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

• 통가 동굴(Tonga Cave)과 송송빌리지 전망대

기도 하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사용한 대포가 남아 있다. 산 중

송송빌리지 북동부에 있는 종유석 동굴이 있다. 옛날 남태평양의 통가(Tonga)

턱에 굴을 파고 바다를 향해 대포를 놓았으며 7m가 넘는 포신이 좌

에서 카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

우로 움직여지는데 차량사고가 날 수 있어 도로 쪽에 포신이 나가도

쟁 중에는 일본군이 야전병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지금은 A급 태풍이 올 때 주민

록 돌려놓지 말라는 주의가 있다.

들이 대피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동굴 절벽 위에 송송빌리지 전망대가 있다.

• 제당공장 유적(Japanese Sugar Mill&Train)
일본 통치 시대에 사용하던 제당공장 잔해가 있다. 빨간 벽돌의 공장 잔해와 사
탕수수를 운반했던 미니 기관차가 남아 있다.
• 트웩스베리 비치와 타이핀고트산(Tweksberry Beach&Mt. Taipingot)
웨스트 하버(West Harbor)를 지나 남쪽으로 가면 트웩스베리 비치(Tweksberry
Beach)가 있고 이곳에 수많은 야자수가 질서 정연하게 자라나 있다. 이곳에서
타이핀고트산(Mt. Taipingot)으로 등산할 수 있는 오솔길이 만들어져 있다.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산에 오르면 사바나 고원과 송송
빌리지, 사산하야만(Sasanhaya Bay), 포나곶(Pona Point) 등을 조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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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ETO Beach

로타섬의 중부와 북부

• Swimming Hole

• TETETO Beach

해안가에 암초가 펼쳐진 곳에 수영이 가능한 곳이 있다. 암초에 둘러싸인

넓고 깨끗해서 로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이다. 맑은 하늘과 짙푸른 바다

천연 수영장의 바닥은 부드러운 모래고, 수심도 적당하다. 다만 파도가 거

가 만나는 수평선, 그리고 여러 가지 색상으로 층을 이룬 바다의 빛깔이 무

친 날이나 밀물 시에는 암초에 다칠 위험이 있으니 수영을 자제해야 한다.

척 아름답고 백사장 곳곳에 풀이 자라고 있어 독특한 해변 풍경을 자아낸다.

• Bird Sanctuary
로타섬에는 새들의 서식과 산란 그리고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별도로
새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았다.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희귀 철새
들이나 바닷새를 만날 수 있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 둥지를 찾아 모여든 새
들과 새 보호구역을 이루고 있는 절벽이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이다.

• Mochong Latte Village
Mochong Latte Village는 로타섬의 선사시대 유
적지로 차모로족이 살던 고대 집터이다. 지금은
라테 돌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이 유적지는
1985년 국립 유적지에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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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Philippines

Sulu Sea
Tubbataha Reef

필리핀 슬루씨
투바타하리프 국립해양공원
글/사진 구자광
사진제공 박동균, 이민정, 드론사진 Noel Guevara(필)

슬루씨(Sulu Sea)는 남서쪽으로 보르네오 섬 북동부, 서쪽 및 북서쪽으로 팔라완 섬을 비롯한 필리핀의 남
서부 도서군, 북쪽으로는 부수앙가 섬과 민도로 섬, 동쪽으로는 파나이 섬과 네그로스 섬, 남동쪽으로는 민
다나오 섬과 술루 열도를 경계로 한다. 필리핀 투바타하리프(Tubbataha Reef)는 슬루씨의 북서쪽에 위치하
며 국립해양공원(National Marine Park)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은 작은 산호초로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다.
슬루씨 투바타하리프의 다이빙은 리브어보드로만 가능하며, 다이빙 시즌은 계절풍이 부는 몬순(Monsoon)
기간인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3개월)로 엄격히 제한되며 그 외의 시즌은 다이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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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파나이섬
세부
팔라완섬

네그로스섬

보홀

민다나오섬

Sulu Sea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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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oel Guevara

1 필리핀 슬루씨(Sulu Sea)
필리핀 슬루씨(Sulu Sea)는 북서쪽으로는 팔라완 섬, 그 오른쪽으로는 민다

투바타하리프(Tubbataha Reef)

나오섬, 남서쪽으로는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섬이 있다.

투바타하리프는 푸에르토프린세사에서 180Km 떨어져 있는 슬루씨(Sulu

슬루씨(Sulu Sea)의 넓은 바다 한가운데 투바타하리프(Tubbataha Reef)

Sea) 한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가 있고, 그 북서쪽으로 제시비슬리 리프(Jessie Beazley Reef), 해령을 따

투바타하리프는 2개의 아톨(Atoll)인 북 아톨(North Atoll)과 남 아톨(South

라 북쪽으로는 아레나섬(Arena), 카빌리섬(Cavile), 카가얀섬(Cagayan) 등

Atoll)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아톨은 폭 8km 정도의 채널로 연결되어 있다.

이 있고, 남쪽으로는 바스테라 리프(Bastera Reef), 반코란섬(Bancoran),

이들 아톨의 상층부는 모래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조 때는 군데군데

산미겔군도(San Miguel Islands), 타위타위섬(Tawi Tawi), 터틀군도(Turtle

에서 사구들이 물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만조 때에 물 밖으로 드러나는

Islands) 등이 있다.

몇개의 작은 섬들이 있다.
북 아톨(North Atoll)은 길이 16Km, 너비 4.5Km의 모래사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리프의 바닥은 매우 얕아서 썰물 때면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북쪽

필리핀 정보

리프의 동북쪽에는 산호모래로 구성된 작은 새섬(Bird islet)이 있다.

시차 1시간차 (예, 한국 11시, 필리핀 10시)

수중은 바다 쪽으로 40~50m의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거나 절벽을 이루고

통화 페소(Peso)

있다. 또 남쪽 가장자리에는 몇 개의 사주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한 곳에 공

언어 영어

원순찰소(Range Station)가 위치하고 있다.

전기 100/110/120V

전기소켓

비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필리
핀 이민법상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자 없이 입국(체
류기간 30일)이 가능하다. 1개월 단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단,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왕복항

남 아톨(South Atoll)은 폭 1~2Km의 삼각형 모양의 작은 리프이다. 북쪽 리
프와 마찬가지로 모래 라군으로 둘러싸여진 플랫폼 형태이다. 남쪽 섬은 약
800㎡ 넓이의 작은 산호모래로 이루어진 사주이며 리프의 남쪽 가장자리
에 있다. 이 섬에 무인 등대가 있고, 몇그루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며, 새
들과 바다거북의 산란장이다.

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하늘에서 본 투바타하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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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비슬리 리프(Jessie Beazley Reef)

카가얀실로(Cagayancillo)

제시비슬리 리프(Jessie Beazley Reef)는 푸에르토프린세사에서 동남쪽으

팔라완(Palawan)섬과 네그로스(Negros)섬 사이에 위치한 슬루씨(Sulu

로 144Km 거리에 위치한 수중 리프(Underwater Reef)이다. 리프의 한 가운

Sea)의 북서쪽에 위치한 카가얀실로(Cagayancillo)는 투바타하 국립해양공

데 작은 모래톱이 있지만 워낙 작아서 썰물 때만 물밖에 조금 나타나며 새

원(Tubbataha National Marine Park)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로 인구 약

들의 쉼터가 된다.

7,000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정확하게는 팔라완섬의 Puerto Princesa시에서 동쪽으로 약 330㎞이고, 파
나이섬의 Antique시에서 남서쪽으로 133㎞에 위치하며, 카가얀실로는 총
31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Cagayancillo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Little
Cagayan’을 의미한다.

썰물 때 물밖에 조금 나타난 제시비슬리 리프(Jessie Beazley Reef)

카가얀실로(Cagayancillo) 섬

필리핀의 위험지역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을 중심으로 이

특별여행 경보 지역

슬람 반군단체가 북부 루손섬 산악지역

여행금지 지역

철수권고 지역

필리핀

을 중심으로 공산반군이 활동하면서 정부
군과 충돌하거나 각종 테러ㆍ납치를 자행
하고 있어 테러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관광객 등은 홈페이지의 여행경보를 참고
하여 여행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여
행시에 시장 등 현지인이 많은 지역의 출
입 혹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가급적 자

파나이

제할 필요가 있다.
세부
팔라완

•	여행금지지역 -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푸에르또 프린세사

보홀

술루군도, 바실란, 타위타위군도
•	특별여행경보지역 - 민다나오섬의 여행
금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Sulu Sea

•	철수권고지역 - 팔라완섬 푸에르토프

민다나오

린세사시 이남 지역
• 긴급연락처 대사관 (63-2)856-9210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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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루씨로 가는 방법

트랜짓 투어(Transit Tour)

인천에서 마닐라국제공항으로 가서 마닐라에서 푸에르토프린세사(Puerto
Princesa)까지 국내선을 이용한다.
시즌(3월 중순~6월 중순)에 대부분의 리브어보드(Liveaboard)는 팔라완의
중심도시 푸에르토프린세사에서 출발하여 동남쪽으로 약 10시간 정도 항
해하여 투바타하리프에 도착한다.

투바타하리프는 일 년에 3개월만 다이빙 영업을 할 수 있다. 투바타
하리프에서 운항하는 대부분의 리버보드는 시즌 초기에 비사야 지
역, 민도루섬, 팔라우 등 타 지역에서 영업하던 리브어보드들이 이동
하여 영업하고 시즌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계획으로 진행한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스페셜 일정을 만들어 진행하는 투어를
트랜짓 투어(Transit Tour)라고 한다.

새로 신축한 푸에르토프린세사 공항 청사모습

푸에르토프린세사 항구

78 |

푸에르토프린세사 공항 내

인천공항

4시간

마닐라
Maynila

바탕가스
Batangas

민도로섬
Mindoro

1시간 20분

파나이섬
Panay

세부
Cebu

프에르토 프린세사

네그로스섬

Puerto Princesa

카가얀실로
팔라완섬
Palawan

보홀

Negros

Bohol

Cagayancillo

10시간

아포섬

10시간

투바타하리프
Tubbataha Reef

Apo

Sulu Sea

민다나오섬
Mindanao

일반적인 리브어보드 투어 루트
민도로지역 출발 트랜짓 투어 루트
세부지역 출발 트랜짓 투어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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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루씨의 다이빙 환경
일반적인 슬루씨 리브어보드 투어는 투바타하리프(Tubbataha
Reef)와 북서쪽에 위치한 제시비슬리 리프(Jessie Beazley
Reef)에서 다이빙을 하게 된다. 그러나 트랜짓 리브어보드 투
어는 카가얀실로(CagayanSilo)를 잠시 들어 다이빙을 하고 투
바타하리프로 갈 수 있다.
이곳의 다이빙 특징은 그동안 꾸준히 해상환경을 보호해 온
덕분에 섬이나 리프의 자연 환경이 대체로 자연 그대로 보존
되어 있고 시야가 투명하여 30~40m 이상이 보인다. 거의 대
부분 다이빙 사이트는 월다이빙(Wall Diving)으로 진행되며 월
에는 다양한 부채산호, 항아리산호(스폰지), 회초리산호, 연산
호, 경산호 등이 산재해 있고, 산호들 사이에 나비고기, 천사
고기, 잭피쉬 무리, 바라쿠다 무리 등의 각종 리프피쉬들이 어
우러져 있다. 월을 잘 살펴보면 바다가재, 곰치 등이 구멍 속
을 지키고 있고, 각종 게, 고둥, 갯민숭달팽이와 같은 작은 생
물들도 볼 수 있다.
리프의 상단 평평한 곳에는 바다뱀, 바다거북 등을 볼 수 있
다. 스팅레이, 마블레이, 이글레이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있는
만타레이 크리닝스테이션에서는 만타레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투바타하리프는 망망대해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
이라 대물들을 볼 확률이 높다. 월의 테라스에는 화이트팁샤
크, 블랙팁샤크 등이 산호가루필드에 쉬고 있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고, 월에서 외해 쪽을 잘 살펴보면 잭피쉬 무리, 바라
쿠다 무리, 헤머해드샤크, 고래상어, 독투스 튜나 등을 볼 수
도 있다.

다이빙 시즌 및 기후
투바타하리프의 다이빙 시즌은 계절풍이 부는 몬순(Monsoon)
기간인 3월 중순~6월 중순까지로 엄격히 제한되며 그 외
의 시즌은 슬루씨의 투바타하리프에서 다이빙이 불가능하다.
그 중에서 4월과 5월이 다이빙 베스트 시즌이다. 수온은 평균
26~29℃ 정도이며, 3mm 이상의 웻슈트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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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방법
1년 중 3개월(3월 중순~6월 중순)만 갈 수 있는 투바타하리프의
다이빙은 리브어보드만 가능하다. 이곳에서 영업하는 리브어보드
들은 많다. 배의 상태에 따라 비용과 편의성이 천차만별이다. 투바

Tubbataha에서 영업하는 Liveaboard들
SOLITUDE ONE
https://www.solitude-one.com/

타하리프에서 할 수 있는 다이빙기간이 짧기 때문에 6개월~1년 전
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곳에서 다이빙할 때에
는 장갑을 착용하거나 탐침봉을 사용할 수 없다.

PHILIPPINE SIREN

SEADOORS

https://www.sirenfleet.com/

http://www.seadoors-liveaboard.com/

ATLANTIS AZORES

DISCOVERY PALAWAN & DISCOVERY ADVENTURE

http://www.atlantishotel.com/py-atlantis-azores/

https://www.discoveryfl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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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e Beazley Reef
North-West
South-East
Terraces

Seafan Alley
Washing Machine

Bird Islet

NORTH ATOLL

Shark Airport
Malayan Wreck

Wall Street

Ranger Station

Amos Rock

South Park

KO-OK
T Werck

Tubbataha Reef

Black Rock

SOUTH ATOLL
Light House

South West Wall
Staghorn Point

Delsan Wreck
Tiggerfish City

Ranger Station

Ligh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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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 Islet

블루워터 다이빙(Blue Water Diving)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이 주로 다이빙하는 장소는 리프
(Reef)나 절벽, 모래바닥 등 어떤 형태로든 물속에 지형이 보이
는 환경이다. 따라서 다이버들이 주로 구경하는 것은 산호나
암초지대를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는 해양생물들이다. 그런데
돌고래(Dolphin), 헤머해드샤크(Hammer Head Shark) 무리, 새
치류(Blue Marlin), 만새기(Mahi Mahi), 와후(Wahoo) 등과 같이
먼 바다의 회유성 생물들은 리프근처에 나타나기보다는 물속
지형이 보이지 않은 푸른바다에서 볼 가능성이 높다.
수중 지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푸른 물만 보이는 곳에
서 물 중층을 유영하며 회유성 수중생물들을 찾아 다니는 다이
빙을 블루워터 다이빙(Blue Water Diving)이라고 한다. 참고로

헤머해드샤크(Hammer Head Shark)

이것과 상대되는 다이빙이 어두운 밤에 하는 블랙워터 다이빙
(Black Water Diving)이 있다.
요즘은 돌고래, 헤머해드샤크 무리, 새치류 등을 보기 위해 블
루워터 다이빙(Blue Water Diving)을 하는 곳이 많다. 예를 들
면 헤머해드샤크를 추적하는 곳은 말레이시아 라양라양, 필리
핀 투바타하리프, 인도네시아 반다씨, 일본 요나구니섬 등이다.
블루워터 다이빙을 하는 방법은 첫째로 회유성 수중생물이 나
타날 만한 곳이라고 추정되는 바다에 입수하여 수심 20m 정
도를 유지하여 수색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 해안 슬로
프(Slope)나 월(Wall)의 지형이 보이는 얕은 곳에서 입수하여

돌고래(Dolphin)

지형이 보이지 않는 먼 바다 방향으로 유영하여 망망대해 같
은 바다를 수색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인
근에 다이빙 보트가 다이버들을 따라 이동하며 대기하고 있어
야 한다.
블루워터 다이빙은 유능한 가이드와 함께 하는 그룹 다이빙이
고 2인 이상의 다이버들이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하는 그룹은
유영중에 시야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된다. 블루워터 다이빙
은 시야가 탁트인 곳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블루워터 다이빙
에서는 시각의 기준점이 없어서 아래위의 방향감각을 잃어 현
기증이 일어나는 위험을 당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깊은 수심
으로 내려가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동일수심을 유지

청새치(Blue Marlin)

하고 있음에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다
이버는 완벽한 중성부력 능력이 있어야 하고 컴퓨터를 반드시
지참하여 수시로 수심체크를 하여 자신의 현상태를 확인하여
야 한다. 입수시 반드시 나침반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만새기(Mahi Ma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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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루씨의 다이빙사이트
투바타하리프(Tubbataha Reef)
북아톨(North Atoll)의 North-East Reef
북아톨 북동쪽 지역의 월(Wall)은 수심 5~8m에서 시작한다. 이곳 리프
의 윗부분은 축구장만 한 크기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
갈라진 틈과 바위 사이에는 쉬고 있는 널스샤크(Nurse Shark)와 많
진 않지만 레오파드샤크(Leopard Shark)가 가끔 목격되는 드롭오프
(Drop-off)로 되어 있다. 월에는 검은 산호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풍성한
연산호와 스펀지로 덮여있다.
Shark Airport의 얕은 수심으로 서서히 올라오면 모래 바닥에 넓은 테
이블 산호가 산재해 있다. 이곳은 스팅레이와 작은 상어들의 휴식처이
기도 하다. 리프 상단의 평지에는 만타레이 크리닝스테이션(Cleaning

이글레이

Station)이 있어 폭이 5~6m에 이르는 초대형 만타가 종종 관찰된다. 모
래 바닥에서 운이 좋으면 Guitar Fish를 볼 수도 있다.

북아톨(North Atoll)의 South-West Reef
북아톨의 남서쪽 지역은 경사는 그리 심하지 않으나 경산호 사이에 셀
수 없이 많은 부채산호, 회초리산호 그리고 다양한 연산호가 보인다. 산
호류 사이에는 리프피쉬들이 어우러져 있다.
이 곳 리프는 수직으로 수심 수천 m까지 떨어지는 절벽으로 되어 있
다. 헤머헤드샤크를 만나려면 월에서 외해쪽으로 블루워터 다이빙(Blue
Water Diving)이 가능한 곳이다.
아모스 락(Amo's Rock)은 남쪽의 모래섬들 가운데 있다. 이곳에서 연산
호, 해면 그리고 많은 종류의 돌산호 등이 산재해 있다. 6~10m 수심의
모래부분은 부채산호와 말미잘의 서식처이다.
작은 크기의 예인선인 말라얀 렉(Malayan Wreck)은 얇은 수심에 침몰
해 있는 작은 난파선이다. 이곳 난파선에는 스위트립스 무리와 리프피
쉬 무리가 살고 있다. 아침 일찍 가면 범퍼헤드페롯피쉬 무리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롱로즈 호크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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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과 다이버

화이트립 샤크

만타레이

말라얀 렉(Malayan Wr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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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바타하리프(Tubbataha Reef)
남아톨(South Atoll)의 Northern Reef
남아톨의 북쪽 지역은 완만하게 슬로프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월
에는 각종 부채산호, 항아리산호, 연산호, 경산호가 어우러져 있고 각종
리프피쉬, 잭피쉬, 바라쿠다무리, 바다거북 등이 살고 있다. Black Rock
포인트는 때때로 강한조류가 흐르는 곳이다. 각종 상어, 바라쿠다, 잭피
쉬 등의 무리와 대물을 볼 수 있다. 슬루씨 최고의 다이빙사이트이기도
하다.

남아톨( South Atoll)의 Southern Reef
이곳은 태양전지로 작동하는 등대가 있는 작은 섬이다. 리프는
18~24m 수심의 경사면이 북쪽으로 약 24km 뻗어있고 리프의 동쪽은
연산호와 해면이 있는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이다. 다양한 종류의 천사
고기, 그루퍼, 앵무고기와 나비고기 무리가 맴돌며 수중축제를 벌인다.
바닥의 산호들 사이에서는 크로커다일피쉬도 볼 수 있다.
델산 렉(Delsan Wreck)은 드롭오프 모서리 부근에 부분 침몰된 난파선
이 있지만 수심이 얕아 다가갈 수 없다. 수직 절벽에는 다양한 연산호,
해면과 부채산호로 덮여 있다. 깊은 수심을 따라 유영하는 화이트팁샤
크, 블랙팁샤크와 절벽 부근에서는 모리쉬아이돌, 트리거피쉬, 써전피쉬
그리고 다른 열대어 무리들을 볼 수 있다. 운이 좋을 때는 자이언트 바
라쿠다 무리나 만타레이를 만날 수 있다.
서쪽 월(West wall)의 구불구불하게 11km 정도 이어진 절벽에서는 커다
란 보라빛 연산호와 다양한 색상의 연산호와 부채산호를 볼 수 있다.
이 곳은 작은물고기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조류가 강할 때
는 커다란 참치와 트레발리, 상어, 고등어 등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잭피쉬 무리

고래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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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쿠다 무리

화이트팁 샤크

스톤 피쉬

델산 렉(Delsan Wr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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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비슬리 리프(Jessie Beazley Reef)
제시비슬리 리프(Jessie Beazley Reef)는 푸에르토프린세사에서 동남쪽
으로 144Km 거리에 위치한 수중 리프(Reef)이다. 리프의 한 가운데 작
은 모래톱이 있지만 워낙 작아서 간조 때만 물 밖으로 조금 나타난다.
리프는 넓은 플랫폼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장자리로 가면 수심 10~15m
까지 약간 경사져 있다. 슬로프 끝에서 수심 수천 m까지 떨어지는 절벽
과 오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슬로프에는 경산호, 연산호, 부채산호, 스펀지 등이 산재해 있고, 산호
사이에 각종 리프피쉬(Reef Fish)들이 어우러져 있다. 대형 어류는 참치,
잭피쉬, 바라쿠다, 유니콘피쉬 등의 무리와 화이트팁샤크, 블랙팁샤크,
그레이리프샤크 등 다양한 종류의 상어들을 만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레오파드샤크나 해머헤드샤크도 볼 수도 있다.

자이언트 바라쿠다

리프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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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팁 샤크

스피니 랍스터

아네모네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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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산호

카가얀실로(Cagayancillo)
카가얀실로는 이 곳만을 목적으로는 다이빙 투어를 가지는 않는다. 투바타

호들이 퍼져 있고, 다양한 종류의 연산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군데군데

하리프로 가는 도중에 하루 정도 다이빙을 하는 곳이다. 즉 트랜짓 투어로만

오버행과 아치들이 보이기도 한다. 이곳에는 스내퍼무리, 바슬렛 무리, 천사

가능한 곳이다. 카가얀실로에서는 주로 섬의 남쪽 지역에서 3회 다이빙을

고기 나비고기 등이 어우러져 있다. 오버행 바닥의 모래 속에는 각종 고비들

한다. 수중자원이 훼손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이 집을 짓고 산다. 특히 서브웨이(Subway) 포인트는 수심 15~20m 수심에

카가얀섬의 사우스웨스트(South West) 포인트와 사우스코너(South Corner)

서 형성된 넓게 움푹 팬 홀과 오버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에는 엄청난

포인트는 약간 급경사를 이루는 월다이빙으로 월에는 스펀지산호와 부채산

양의 큰 부채산호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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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과 다이버

경산호 필드

타누사섬
Cagayancillo
캘루사섬

카가얀섬
서브웨이(Subway)

돈도네섬

사우스웨스트(South West)
사우스코너(South Corner)
엔젤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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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바타하리프의 공원순찰소 방문
투바타하리프 국립해양공원(Tubbataha Reef National Marine Park)
필리핀은 슬루씨의 투바타하리프를 1988년에 국립해양공원으로 지정하였다. 투바타하리프를 포함하여 주변
33,200ha에 달하는 국립해양공원은 유네스코(UNESCO)에서도 지난 1994년 세계 유산(World Heritage) 지역
으로 지정하여 국제적인 관심과 보호를 하고 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리프와 라군은 수많은
해양생물들의 생활 터전과 산란장 역할을 한다. 지난 1997년에는 어업활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를 감시하기
위해 공원순찰소(Ranger Station)가 건설되었다. 1998년에는 공원관리 위원회까지 발족되었다. 투바타하 파운
데이션(Tubbataha Foundation)은 비정부 컨소시엄으로 순찰선을 이용하여 투바타하리프 국립해양공원 지역
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어업, 작살사냥, 산호채취 등의 불법 어업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공원순찰소(Ranger Station)
북아톨(North Atoll)에는 공원순찰소가 설치되어 있다. 공원순찰소의 기둥이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고 간조 때
에는 물 밖으로 드러난다. 다이빙하는 도중 다이버들은 스피드보트를 타고 공원순찰소(Ranger Station)를 깜
짝 방문한다. 이곳에는 레인저(Ranger)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순찰소에서는 기념 티, 인형, 조각품 등을 팔
기도 한다. 공원순찰소 인근에 있는 모래사구에서는 쉬고 있는 새들을 관찰할 수 있고, 얕은 물에서는 어린상
어나 거북이를 볼 수 있다.

공원순찰소(Range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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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n Maru

모레사구

공원순찰소의 레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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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

오션챌린져

BC1
▶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BC : BC1은 최고급의 엔지니어링 등급 플
라스틱과 폴리우레탄 코팅된 천, 그리고 부식 방지 금속 등을 사
용하여 최고 수준의 BC로 탄생되었다. 이러한 설계는 가장 거친
바다 환경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 A Dry BC : 독특하고 매력적인 이중 라미네이팅 코팅 처리된 천
은 물에 젖지 않는다.
▶ EZ-LOK 웨이트 시스템 :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쉬운
통합 웨이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 라체팅 CAM-LOK 탱크 밴드 : 전혀 새로운 아토믹만이 가진 중
요한 기술로, 너무나도 쉽게 탱크를 결속시킬 수 있으며, 전혀 힘
들지 않다.
▶ 사이즈 : S·M·ML·L·XL
▶ \ 2,700,000 (인플레이터 Ai Stainless 장착 시)
\ 2,800,000 (인플레이터 Ai Titanium 장착 시)
\ 2,990,000 (인플레이터 SS1 Stainless 장착 시)

① 티타늄 PVD 코팅된 316 스테인레스 스틸 D-링
② 다이아몬드 패턴의 누빔 백 패드와 조절 가능한 허리 패드
③ CNC 가공된 스테인레스 스틸 나사로 고정된 미끄럼 방지
탱크 패드
① 최상급 라미네이트 코팅된 방수천 : 커스텀 무광 마감 처리된 천은 시중의 BC들
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느낌을 선사한다. 이중 라미네이트 폴리우레탄 코팅 천은
매우 강한 내구성을 제공하고, 물에 젖지 않는다.

④ 모래가 끼지 않는 포켓 지퍼
⑤ 2개의 저마찰 316 스테인레스 스틸 ‘Dry Glide’ 덤프 밸브
⑥ 물에 뜨지 않는 덤프 밸브 손잡이

② 라체팅 CAM-LOK 탱크 밴드 : 아토믹만의 독자적인 이 디자인은 탱크 밴드 사
용을 혁신적으로 쉽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노보드 바인딩과 같이 작동
한다. 더 이상 웨빙을 버클에 끼울 필요가 없다.
③ EZ-LOK 웨이트 시스템 : 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놀랍도록 사용이

BC1은 전통적인 BC 디자인을 재정립하였다.
모든 디테일 요소들과 소재 및 부품들은 재검토되고 재고되었다.

간편해졌다. 각각 4.5kg의 웨이트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는 미끄러지듯이 부드럽

그리하여 BC1은 전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내구성을

게 장착이 된다.

가진 BC로 탄생하였다.

④ 누빔 바느질된 백 패드와 조절 가능한 허리 패드
⑤ 모래가 끼지 않는 포켓 지퍼
⑥ 티타늄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 D-링
⑦ 트림 웨이트 포켓
DOUBLE-LAMINATED
COATED FABRIC
튼튼함·뚫리지 않음
물에 젖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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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CHETING CAM-LOK
TANK BAND
독자적인 디자인·
쉬움·견고함.
웨빙과 분리된 버클

PATENTED EZ-LOK
WEIGHT SYSTEM
탈착이 쉬움·미끄러지듯
밀어넣어 ‘딸깍’ 소리가
나면 완료

M-19SY MAT

SY/AR/UV 코팅렌즈
무광 프레임(Special Edition)

▶ 수중에서 보다 더 선명한 노란색 시야
▶ 외부 빛에 따라 변화되는 청색광의 렌즈
▶ CRYSTAL VIEW AR/UV렌즈
▶ 자외선 UV 차단 기능
▶ AR(Anti-Reflective)반사 방지 기능
▶ 광학 클리어 렌즈
▶ 무광 코팅 프레임
▶ ₩ 220,000

QB/MTBK

QW/MTBK

QB/MTCBL

QW/MTCBL

QW/MTMDR

M-2001SYQB
Freedom Technology with Fit Ⅱ
▶ 프리덤 기술에 추가 된 ‘FitⅡ’는 스커트 안정성을 더욱 높여줌
▶ 뛰어난 피팅감과 착용감

Basic Feature
▶ 스트랩의 장착 각도를 5단계로 조절 가능

① 5단계 각도 조절 버클은 정확한 각도로 마스크 위치를 유지

▶ 마스크 자국이 남지 않는 라운드 에지

또한 스커트 일체형으로 안정성을 높임

▶ 금속 부품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얇게 설계된 프레임 디자인

② 3D 형상 스트랩 - 머리의 곡선 모양에 맞는 스트랩 디자인. 마스크의

▶ 착용감이 뛰어난 3D 형상 스트랩

안정감을 높이고, 스트랩 엇갈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 \ 250,000

③ 마스크 스트랩 - 실리콘 재질로 내구성과 인장강도가 높은 소재
④ 스트랩 버클 - 조일 때는 스트랩을 당기고, 풀 때는 원터치
버튼을 눌러 조절
⑤ 오프셋 버클 - 기존의 스트랩 조절 위치보다 약간 높게 위치하여,
귀와의 간섭을 피하고 스트랩을 장착
⑥ 이지 드레인 - 마스크 내부는 물을 배출하기 쉬운 스커트의 형태로 되어 있어,
마스크 클리어 시에 물이 남기 어려움
⑦ 딤플 가공 스커트 - 얼굴의 근육이 움직이는 곳에서 스커트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 스커트에 딤플 가공
⑧ 립 플랜지 - 인중 부분은 스노클과 레귤레이터를 물고 있어 최대한 물유입이
되지 않도록 스커트를 디자인
⑨ 티크 홀드 - 광대뼈 아래를 단단히 감싸도록 하여 피팅을 안정시키는
BK

디자인
⑩ 프리덤 드라이 - 얼굴 접촉면의 스커트는 부드러운 소재로 피부의
과도한 긴장을 줄여주어 안면부와의 접촉면을 넓혀주고,
밀착력을 높여줌
⑪ 거친 댐퍼 - 전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하고, 씰링 성능의
손상을 감소. 또한 과도한 압박의 완화에도 효과적임
⑫ 둥근 모서리 - 얼굴에 닿는 스커트의 바깥쪽
끝 부분의 가장자리를 바깥쪽으로 둥글게 성형
부드러운 착용감과 자국을 남기지 않음

FB

FY

MDR

W

(주) 우정사/

오션챌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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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해왕잠수

부샤 마린 엘리트 1.5㎜
BEUCHAT | Model No. 517-51*
▶ 고품질의 사전성형 해부학적 커팅
▶ 1.5mm 실키 스무스 네오프렌 겉감으로 물의 저항 최소화
▶ 나일론 저지 내부는 입고 벗기 편하며 내구성이 좋음
▶ 팔꿈치, 무릎, 정강이, 가슴부분 수프라텍스 강화
▶ 사이즈 : xxs, XS, S, M, L
▶ ￦ 290,000

부샤 문디알 카본 LS (프리다이빙 카본핀)
▶ 코드번호 : 154792
▶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모두 프랑스에서 이뤄지며, 높은 기술력으로 생산됨
▶ 최상의 성능을 구현
▶ 블레이드는 매우 유연하며, 핀스트로크(핀차기)가 효율적이고 반응력이 높음
▶ 유연성은 성능 방해 없이 편안한 핀스트로크(핀차기)을 구현함
▶ 다양한 용도에서 가능 : 배 또는 해안, 장시간 수면에서의 유영이나
    딥다이빙(깊은 수심)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임  
▶ 유영, 다이빙, 상승에서의 우수한 효율성
▶ 딥다이빙으로부터 다시 상승할 때 빠른 가속을 위한 반응력이 높음
▶ 문디알 풋포켓은 편안함, 반응력, 블레이드로 전해지는 파워로서 인정된
    벤치마크 풋포켓임
문디알 풋포켓
편안함, 최고 성능을 위해 강화된 발등, 발뒤꿈치로 문디알 탄성중합체
이중 소재-풋포켓
블레이드 정보
길이 : 69cm/폭 : 20cm/무게 : 885g(43/4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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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lue VL4000P
▶ 광원 : 6 X XML LED + 4 X XPE Red LED
▶ 빛출력 : 400Lm(레벨1), 1000Lm (레벨2), 2000Lm (레벨3)
              4000Lm(레벨4), 200Lm (레드 LED)
▶ 케이스 재질 : 알루미늄 합금. 부식방지 산화 피막처리
▶ 배터리 : 리튬 이온 재충전식 배터리 팩 32650
▶ 시야범위 : 120˚ 와이드 빔
▶ 빛온도 : 6500K
▶ 사용시간 : 1.5h(레벨4), 3h(레벨3), 6h(레벨2),
                 15h(레벨1) *h:시간
▶ 최대수심 : 100m 테스트 완료
▶ 비디오필터 : 탈부착형 옐로우 필터
▶ 크기 : 44 × 121.1 mm(지름 × 길이)
▶ 중량 : 318 g(배터리 포함)
▶ 수중에서 중량 : 167g(배터리 포함)
▶ 스위치 : 배터리 용량 표시기를 갖춘 푸시형 버튼
▶ 전면유리 : 광학 강화 유리
▶ 랜야드 : 포함

브랜드명: bigblue

(주) 해왕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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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TEK1000 GRAPHENE

아쿠아즈
(바다강)

드라이슈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이 퍼포먼스 드라이슈트!
텍 천 그래핀의 함축적인 의미는, ‘가볍고 부드럽지만 견고한 슈트’ 이다.
부틸 고무 층을 최대한 소프트하고 유연하게 설계하여 뛰어난 활동성
위주로 초첨을 맞췄으며, 표면의 나일론 원단은 매트한 느낌의 립스탑
조직으로 제직 밀도를 높여 견고하면서도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한다.
기존 드라이슈트에 사용된 원단들의 장점만을 쏙쏙 골라내어
하나로 통합 제작된 슈트라고 볼 수 있다.

01. 어깨에는 나일론 핫멜트 PU
패널로 이중 보강하여 장비로
인한 슈트의 손상을 막아줌

06 물고임 배출용 메쉬 아일렛
/더블니트 애리 상단 파이핑 색
상 변경 가능

02. 마모가 심한 사타구니, 엉덩
이, 무릎에 엠보 처리된 나일론
핫멜트 PU 이중 보강

07
실버메탈 텍 천 패치

03. 이중지퍼
내측 : 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제 TIZIP 플라
스틱 방수 지퍼
외측 : YKK 플라스틱 지퍼

08
어져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04
엠브로이더리(EMBROIDERY)데
코 테잎

09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05
리플렉티브(REFLECTIVE) 재질
의 특수 전사 띠

10 신축성이 뛰어난 슈퍼 스트
레치 소재로, 후드 내부 정수리
이중처리를 통해 물의 유입 차
단 및 공기 배출 기능

FRONT

11
밸브 : SI-TECH IN/OUT밸브

12.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확장형 포켓.
지퍼로 고정 및 축소/확장 조절이 자유
롭게 가능(좌/우)
13.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지퍼형 포켓.
플랩에 보조포켓용 YKK지퍼
장착(좌/우)
14. 포켓(선택가능)
지퍼 개폐식 수납가능한 지퍼형 포켓.
앞면에 추가로 플랩식 미니포켓
장착(좌/우)

EQUIPMENT
•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절개라인 제거로 누수 강화
및 상체의 활동성을 극대화시킨 입체 패턴 적용
•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라텍스 씰/네오프렌 씰(선택가능)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BDM 메탈방수지퍼(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슬림부츠(선택가능)

15
부츠(선택가능)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코팅부츠

16
부츠(선택가능)
3mm 더블니트 슬림부츠

• 사타구니, 무릎, 힙 나일론 핫멜트 엠보 PU 패드
이중보강
• 어져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 플랩확장형 포켓/플랩지퍼형 포켓
지퍼형 포켓(선택가능)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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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배출기능 드라이슈트 전용 5mm 후드

TEK1000 GAIA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프리미엄 드라이슈트!
소프트 컴포트 나일론 립스탑과 코듀라의 조화로 부드러움과 강인함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최강 드라이슈트의 탄생하였다. 최고의 활동성과 착용감을 위하여
운동량이 필요한 곳은 가볍고 유연한 소프트 컴포트 립스탑 원단으로, 내구성과
견고함이 필요한 곳은 핀스트라이프 코듀라 원단을 사용하였다.
GENTLE + ACTIVE 를 모티브로 서로 특징이 다른 두 소재를 MIX&MATCH하여
제작된 명품 드라이슈트이다.

01. 핀스트라이프 무늬의 쟈카
드 조직 코듀라 원단. 팬시하면
서 고급스럽고 하이퀄러티
드라이슈트로 이미지 완성

06
물고임 배출용 메쉬 아일렛
더블니트애리

02. 마모가 심한 사타구니, 엉덩
이, 무릎에 엠보 처리된 나일론
핫멜트 PU이중 보강

07
실버메탈 텍 천 패치

03. 이중지퍼
내측 : 영국제 BDM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제 TIZIP플라
스틱 방수 지퍼
외측 : YKK플라스틱 지퍼

08
어져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04
엠브로이더리(EMBROIDERY)
데코 테잎

09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05
리플렉티브(REFLECTIVE)
재질의 특수 전사 띠

10. 신축성이 뛰어난 슈퍼 스트
레치 소재로, 후드 내부 정수리
이중처리를 통해 물의 유입 차
단 및 공기 배출 기능

FRONT
11
밸브 : SI-TECH IN/OUT밸브

EQUIPMENT
12.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확장형 포켓.
지퍼로 고정 및 축소/확장 조절이 자유
롭게 가능(좌/우)

•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절개라인 제거로 누수 강화 및
상체의 활동성을 극대화시킨 입체 패턴 적용
• SI-TECH 슬라이드 밸브

13.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지퍼형 포켓.
플랩에 보조포켓용 YKK지퍼 장착(좌/우)

• 라텍스 씰/네오프렌 씰(선택가능)

14. 포켓(선택가능)
지퍼 개폐식 수납가능한 지퍼형 포켓.
앞면에 추가로 플랩식 미니포켓 장착(좌/우)

• 네오프렌 코팅부츠/슬림부츠(선택가능)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BDM 메탈방수지퍼(선택가능)
• 사타구니, 무릎, 힙 나일론 핫멜트 엠보 PU 패드
이중보강
• 어져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 플랩확장형 포켓/플랩지퍼형 포켓
지퍼형 포켓(선택가능)

15. 부츠(선택가능)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코팅부츠

• 공기배출기능 드라이슈트 전용 5mm 후드

16. 부츠(선택가능)
3mm 더블니트 슬림부츠

SIDE

아쿠아즈
(바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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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다이버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이빙 장비의 상식
스쿠버다이빙은 많은 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장비의존형 레크리에이션이다.
다이빙에 사용되는 각각의 장비는 정확한 사용 목적과 절대적인 필요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레귤레이터, 부력조절기, 게이지, 컴퓨터, 마스크, 핀, 웻
슈트 등 모든 것이 각각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다이버는 다이빙 장비에 대해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에 익숙해질수록
안전도와 수중에서 즐거움을 증가시켜준다.
본 칼럼은 다이버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다이빙 장비의
상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1부 내 장비가 필요한 이유 - 나도 장비를 갖고 싶다
2부 다이빙 장비의 구입 - 국내구매와 해외직구

3부 호흡기의 상식 - Regulator
4부 부력조절기의 상식 - BCD
5부 게이지와 컴퓨터의 상식 - Gauge and Computer
6부 다이빙 장비의 세척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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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호흡기의 상식

Regulator

글/사진 김수열

(사진출처 : Wikipedia, Sportdiver)

대부분의 초보 다이버는 다이빙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장비의 원리나 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이 사용
하고 있는 장비의 작동원리와 형태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훨씬
더 안전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짧은 휴가 일정만으로도 해외

마우스피스

다이브 트립을 즐기는 다이버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지에 도착했는
데 자신이 사용하던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지마개

대처하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사소한 문제점은 고
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익숙해진 자신의 장비 대신 다른 형태의
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장비는 사용법이 서툴러 어눌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 발생해 다이빙할 때 긴장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원리를 제대로 익혀두는 것이 필요
하다. 이번 호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호흡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943년 Cousteau와 Gagnan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레귤레이터(탱크의 압

조절놉

축공기를 다이버가 필요한 만큼 공기를 공급받는 방식)를 개발하였으며, 이
것이 현대적 스쿠버 방식의 잠수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저압포트

고압포트

퍼지버튼

호습기의 구성
호흡기의 구성호흡기는 1단계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데 공기탱크에 압
축되어 있는 고압 기체를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압력으로 바꾸어 주는 역
할을 한다.

2단계

2단계(Second Stage)
1단계에서 중간압으로 낮춰준 기체를 다이버가 바로 호흡할 수 있는 주변
압(다이버의 수심에 맞는)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구성은 직접적으로
1단계

우리가 입에 무는 마우스피스와, 호흡량을 조절하는 조절놉 그리고 호흡기
의 물을 밖으로 빼내어 주는 역할을 하는 퍼지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First Stage)
호흡기의 1단계는 공기탱크와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공기탱크의 높

주변압(Ambient Pressure)이란?

은 압력을 1차적으로 중간압(대략 9-10bar)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1단계

다이버를 둘러싸고 있는 압력을 의미한다. 주변압은 언제나 대기압보다 높

에서는 고압포트와 저압포트가 나누어져 있다. 고압포트는 압력을 낮춰줄 필

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올라간다. 레귤레이터는 공기를 다이버의 폐

요없이 현 공기탱크의 압력을 필요로 하는 잔압계, 컴퓨터의 트랜스미터 등

까지 주변압으로 압축된 공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주변압은 다이버의 수심

을 연결하며, 저압포트는 공기탱크의 압력을 한 단계 낮춰주어 호흡기 2단계

에 따라 같이 변화하게 되므로, 레귤레이터는 다이버의 상승 및 하강에 맞

로 가는 호스뿐만 아니라, BCD와 드라이슈트 등의 호스와 연결해 준다.

는 주변압과 같은 공기를 공급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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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탱크와 결합 방식

Yoke 타입&DIN 타입

<사진 1>

Yoke

<사진 2>

요크(Yoke) 타입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요크 타입이다.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이 방식은 다른 이름으로 인터내셔널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이 많이 사용하던 요크 타입의 레귤레

타입이라고도 부른다. 주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터는 결합 부분에 걸게 되는 1~2mm 남짓으로 그다지 튼튼하지 않다.
반면 딘 타입의 호흡기는 탱크 밸브의 내부에 약 1~1.5cm 정도가 스크류
로 결합되어 굉장히 튼튼하다. 근래에는 탱크에 간단한 어댑터만으로 <사
진 1>과 <사진 2>처럼 딘과 요크를 번갈아 사용 가능하니 무척 편리하다.
근래 사이드마운트 다이버들이 증가하면서 딘타입의 호흡기를 구매하는
다이버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딘으로 구매한 경우 여행지의 다이브리조트
가 요크 실린더만 공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한 후 딘요크 어댑

DIN(deutsche industrie norm)

터를 준비해 가야 한다.

딘(DIN) 타입
딘 타입은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전 세계로 조금씩 넓혀

딘요크 어댑터

가는 추세이다. 나사를 계속 조여 돌려 결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딘요크 어댑터는 딘 타입의 공기탱크에 요크 타입의 호흡기를 연결할 수

견고하게 결합되고, 더 높은 압력에도 견딜 수 있다. 이 방식은 테크니컬

있게 해주는 딘요크 어댑터이다. 단점은 장착했을 때 일반 요크보다 더 튀

다이빙에 많이 사용된다.

어나와서 착용했을 때 다이버의 뒷머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호흡기의 형태 피스톤 타입, 다이어프램 타입
설명에 앞서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안전과 호흡기능에는 문제가 없
으니 자신의 취향과 예산에 맞추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스톤 타입
피스톤 타입은 말 그대로 피스톤이 왕복하며 공기를 전달하는 방식이고, 내
부 구조들이 물에 노출되어 수압을 감지하도록 한다. 다이어프램에 비해 구
조가 단순하고 공기전달도 원활하지만 단점으로는 실린더로부터 나오는 고
압의 공기가 낮은 온도에서는 동결이 일어날 수 있다. 또 피스톤 주변이 노출
되어 있는 관계로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
대표적인 스쿠바프로의 MK25 <사진 3>
과 우정사의 Atomic 시리즈 <사진 4>를
비교하면 Atomic은 검정색 커버가 이물
질의 유입을 막으면서도 수압을 감지할
수 있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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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다이어프레임 타입
다이어프램 타입은 호흡기의 구조상 물을 차단하면서 수압을 감지하는 방

보조 호흡기(옥토퍼스)의 필요성
보조 호흡기는 주호흡기와 다르지 않다. 이 용도는 공기가 고갈된 버디

식이다. 장점은 이물질이 많은 환경과, 찬물 다이빙에 적합하다. 단점은 구

에게 비상으로 공급을 해주거나 주호흡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조가 복잡하고 사용이 지속되면 피스톤에 비해 다이어프램이라는 부품이 횡

수 있는 호흡기이다. 긴급한 상황에 잘 보이도록 노란색으로 구분하기도

경막과 같아 늘어지게 되어 프리플로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

프리플로우(Free flow)는 공기가 호흡기에서 저절로 새는 현상이다. 보통 호

는 경우가 많으니 자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비치다이빙을 하고 출수할

흡기의 마우스피스가 수면 쪽을 향할 경우 압력에 의해 퍼지버튼이 눌려 발

때 모래가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니 주의해야 한다.

생하며, 보통은 뒤집어 툭툭 쳐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호흡기의 부
품이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프리플로우는 간단하지 않아 정밀한 수리가 필
요하다. 공기탱크에 연결하고 탱크의 레버를 오픈한 채로 장시간 햇빛에 노
출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열대 바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호흡기 2단계에 있는 2개의 장치
공기량 조절 장치(벤츄리 레버)와 호흡 노력 조절 장치(개방 조절 놉)
호흡기 2단계에는 보통 레버(lever)와 놉(knob)이 달려 있다. 지렛대로
번역되기도 하는 레버는 앞과 뒤로 당기며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손잡이로 번역되는 놉(knob)은 앞 뒤로 돌려서 미세한 조절이
가능한 장치이다. 물론 옥토퍼스로 사용되는 저가형 2단계에는 레버만
있고, 놉은 없는 경우도 있다.

공기 공급 방식 언밸런스 타입&밸런스 타입
밸런스 타입
밸런스 방식은 실린더 내의 잔압
량과 관계없이 수심이 깊든, 두
명이 호흡하든 관계없이 균일하
게 공기를 공급하여 호흡에 지

언밸런스 타입

장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초창기에 만든 호흡기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실린더의 잔압이 줄어들수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래

록 호흡저항(숨쉬기 불편해짐)이 조금씩 높아졌다. 때문에 수심이 깊거

<그림 1>과 같이 호흡기 내부에

나 BCD 인플레이터를 사용하면 호흡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

공기가 지나가는 우회로(밸런싱

한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호흡기가 공급되면서 언밸런스 호흡기는 많

챔버)를 만들어 여분의 공기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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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량 조절 장치 - 벤츄리 레버(Venturi lever)

어떤 때 필요한가?

이 장치는 말 그대로 벤츄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레버이다. 이를 이

이 호흡기 2단계의 조절놉을 최대로 닫으면, 스프링을 압축하여 숨쉬기에 힘

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벤츄리 기능(Venturi Fuction)을 이해해야 할 듯하다.

이 들 정도로 호흡기가 뻑뻑해질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도 편하지 않다. 조절

다이버가 호흡할 때 호흡기 2단계에서 마우스피스로 공기가 흘러가는 방식

놉은 스쿠터를 타고 다이빙을 하거나, 조류를 거슬러 유영할 때 물의 압력이

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질서한 흐름으로 난기류(turbulent flow)라고 하며,

퍼지 버튼을 눌러 공기가 과하게 흘러나오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놉을 오른

하나는 순조로운 흐름으로 층류(laminar flow)이다. 보통 난기류는 2단계 내부

쪽(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스프링을 압축하면 프리플로우가 멈출 것이다. 호

의 벽에 부딪히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반면 층류는 공기가 아무 막힘없이 다

흡기들 중에는 놉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스프링이 거의 압축되지 않았을 때)

이버에게 직접 흘러가기 때문에 속도가 다소 빨라진다.

약간의 프리플로우가 일어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이때는 완전

벤츄리 기능을 켜면(레버를 + 또는 dive로 세팅) 공기가 직접 마우스피스로

히 개방한 다음에 1/4바퀴 정도 다시 잠그면 된다.

흘러가서 속도가 빨라지고, 끄면(레버를 – 또는 predive로 세팅) 공기가 난

사실 호흡기에 관련한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다. 아래 추천하는 코스

기류를 형성하여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디렉터들을 통해 장비스페셜티 수업을 듣고, 여러 장비들을 먼저 대여하여
사용해 본 다음, 좋은 호흡기를 구매하기 바란다. 호흡기는 소모품이 아니니

호흡 노력 조절 장치 - 개방 노력 조절놉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점검하고 애착을 가져보자.

왼쪽 최대장력(노력이 더 들어감), 오른쪽 최소장력(노력이 덜 들어감)
호흡기의 2단계에서 공기 흐름을 시작하게 만드는 일의 양을 개방노력
(opening effort)이라고 한다. 호흡기 2단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이 개
방노력을 조절할 수 있게 놉이 있지만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출고할 때나 A/S를 담당한 전문 기술자가 이를 설정해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설정이 변하면서 호흡이 힘들 정도가 되거나 호흡기에서 공기를
밀어내 다이버가 저절로 호흡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조절놉이 붙어있는 호흡기라면 개방노력을 다이버가 스스로 더 조절할 수
있다. 출고 상태에 맞춰진 대로 호흡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놉을 돌려 개방
노력을 줄여주거나 높여서 호흡기의 전반적인 호흡성능을 조절할 수 있다.
놉을 돌리는 것은 공기구멍을 막고 있는 장치에 힘을 가하는 스프링의 장
력을 조절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스프링이 더 압축될수록 밸브를
열어 공기가 흐르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력이 더 들어간다는 뜻이다. 놉을
완전 개방하면 프리플로우가 발생하는 모델도 있다.

PADI 장비스페셜티 코스
학생과정
•참가자격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
•교육시간 이론수업 약 4~5시간
코스는 본 잡지에 소개된 가까운 지역의 PADI 코스디렉터들에게 연락하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18년 5/6월의 이벤트
교육신청 아래 다이브 센터에 개별 연락
모집대상 정기구독자 중 장비스페셜티 등록자
지원내용 장비스페셜티 코스 등록 시 3만 원 상당 장비 툴키드 제공
교육진행 및 나침반 공급처
마린마스터 (서울) 정상우CD 010-5526-4653
인천스쿠바다이빙클럽 (인천) 강정훈CD 010-5256-3088

김수열

고다이빙 (수원) 임용우CD 010-6317-5678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 외래교수
전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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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프로다이브 (용인) 홍찬정CD 010-8653-3060
씨씨다이버스 (광주) 위영원CD 010-3648-1886
넵튠다이브센터 (대전) 박금옥CD 010-5408-4837
팬더스쿠바 (대구) 이현석CD 010-8299-7777
굿다이버 (제주) 정혜영CD 010-8869-2370

Muck 다이빙과 Critter 다이빙의 메카

인도네시아 렘베해협

YOS Dive Lembeh

YOS Dive Lembeh-Eco Beach Resort는 인도
네시아 열도에서 해양 사업 분야에서 26년 이상
의 경험을 가진 공인된 다이빙 회사이다. 다이빙
패키지, 다이빙 사파리 및 PADI 또는 SSI 다이빙
코스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 다이빙 센터는 컴프
레서, 나이트록스, 4대의 다이빙 보트가 잘 관리
되고 있으며, 다이빙은 1명의 가이드에 2명의 손
님 비율로 진행하고, 손님이 렘베해협에서 최상
의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객실 시설

YOS 리조트 서비스

온수 샤워, 수건 및 세면용품

합리적인 가격

옷장, 책상 2개와 작업용 테이블

매일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투어 진행

싱글, 트윈 또는 더블 및 트리플 룸

충분하고 우수한 렌탈 장비 준비

야외 공기 욕실

에어컨

다양한 다이빙 코스 준비

매일 객실 서비스

개인 발코니

수중사진가를 위한 최적의 다이빙 시설

105 |

YOS Dive Lembeh – Eco Beach Resort

Ds. Makawidey, Kec Aertembaga - Bitung,
North Sulawesi - Indonesia
International Reservation office
What's app : +60122612155
Email : ddenmsia@gmail.com

LAW

다이빙 법률

해외 다이빙투어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하거나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법률문제라고 합니다. 다이빙도 사람의 일이기에 그 과정에서 온갖 종류
의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다이빙투어는 가까운 해외의 열대바다
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의 어떠한 적용을 받는지,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글 민경호 변호사
온더코너 대표
(www.onthecornerdive.com)
PADI IDC Staff Inst
법무법인 안민

형법의 적용
1. 속인주의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
한다.”고 하여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국인’
이란 범행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위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자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
다(대법원 99도3337 판결 등 참조). 필리핀에 다이빙 투어를 가는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끼리 형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폭행, 사기 등), 이론의 여지없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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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주의
형법 제6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보호주의에 입각하여 일정한
경우에 우리 형법이 적용됨을 규정합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
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
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도65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미국인이 팔라우에서 한국인 다이버를 폭행한 경우에 우
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즉시 유
의미하게 미치는지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민법의 적용
1. 속인주의와 국제사법
사인간의 재산관계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
민국 국민들 사이에 외국에서 민사적 법률관계를 맺었다면 민법이 적
용됩니다(속인주의). 다만, 외국의 법과 경합할 경우가 있고, 이때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법이 적용될지가 결정됩니다. 민법은 법의 적용
범위보다는 민사소송 상의 재판관할이 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섭
외적(=외국적) 요소를 가지는 민사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느냐의 개념을 국제재판관할권이라고 합니다.

2. 국제사법의 규정과 판단기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
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

퍼시픽 항공의 사무소가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재판 받는 것에 불편

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함이 없으며, 상대방이 한국에서 이익향유행위(항공권 판매)를 하였다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는 등의 사정을 기초로 위 사건과 한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여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그 기준으로서 실질

마치며

적 관련성의 판단에는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

‘법 없이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고 평화로워 법적 분

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쟁이 일어날 여지가 적은 사람에게 주로 쓰입니다. 사실 법을 알수록
법적 분쟁은 없는 것이 최선이고, 법을 접할 일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

3. 사례

이 강하게 듭니다.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국인 다이버와 외국 다이브센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강사 사이에

개인에게 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의 법적용

민사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한국 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에서도 대부분

수 있습니다(속인주의, 다만 집행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의 경우에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통하여 각자의 권리를

만약, 한국인 다이버가 세부퍼시픽 항공을 이용하여 마닐라에서 세부

보호받고 나아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만큼 각자가 법의 엄격한 적용

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수하물 파손 등), 한국 거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이버는 물속뿐만 아니라

주 다이버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이행지가 한국이고, 상대방인 세부

물 위에서도 언제나 안전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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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뒤흔든 질병과 치유의 역사 ③

매독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슈베르트
글 오카다 하루에(岡田晴惠) / 옮긴이 황명섭

우리는 어떻게 질병과 맞서 왔는가?
페스트에서 에볼라바이러스까지
질병과 삶

독일 마르부르크에서 유학할 때 나는 독일철도(DB)

공식적인 장인으로 인정받았다.

를 이용해 자주 여행을 다녔다. 완행열차의 문이 얼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에서 주인공은 물

어붙어 겨우 올라탄 차창 밖은 천지가 은백색으로

레방아를 사용하는 방앗간 장인을 찾아 수행을 떠

가랑눈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대자연이 인간의 접근

난다. 그리고 방앗간 장인을 만나 그의 아래서 수행

을 허락하지 않는 얼어붙은 세계. 눈썹이 얼어붙을

하던 중 그는 스승의 아름다운 딸을 사랑하게 된다.

정도로 지독한 독일의 겨울 날씨는 나에겐 두렵게

그러나 스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는 강

조차 느껴졌다.

에 투신해 자살하였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같

은백색의 자연에 심취한 내 마음속에 문득 슈베르

은 곡조 속에서 청년의 사랑은 죽음이라는 형태로

트의 가곡 『겨울 나그네』가 떠올랐다. 지독한 엄동

완결되어 간다.

설한 속을 정처 없이 유랑하는 고독한 주인공의 모

프란츠 페테르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는 일

습이 창밖에 보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생 동안 630편의 가곡과 8편의 교향곡을 남겼다.

그 주인공이 슈베르트의 모습으로 뇌리에 겹쳐졌다.

그는 『겨울 나그네』를 만든 다음 해 31세의 일기로

슈베르트(1797~1828)의 대표적인 가곡집 『겨울 나

사망했다. 죽음의 원인은 신경열로 기록되었지만,

그네』. 주인공 청년은 실연 끝에 사회에서 격리되어

사실은 매독이었다. 유명한 ‘미완성 교향곡’을 쓰기

고독한 생활로 절망감에 빠진다. 그는 죽음을 원했

시작했을 때 그는 25살에 불과했다. 하지만 몸은 이

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목숨을 연명

미 매독 증세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하던 중, 수동식 오르간을 연주하는 노인을 만나 함

곡이 미완인 것도 매독 때문이라고 한다.

께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늘 죽음을 생각하며 은백

그는 어지럼증과 두통,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신

색의 숲과 얼어붙은 돌의 도시와 그런 지독한 유럽

착란증으로 빈 시립병원에 입원해 그 당시 매독 치

의 겨울 세계를 쓸쓸히 유랑하였다. 인생의 대부분

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은 치료를 받았다. 그

을 병마에 시달리며 작곡가로서 『겨울 나그네』를 만

러나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 매독은 스피로헤타 과

들 당시에도 병상에 있었던 슈베르트는 이 엄청난

의 트레포네마 팔리듐Treponema palladium이라는

곡을 친구에게 들려주겠다며 발표했다고 한다.

세균에 의해 발병하는 성병이다. 이 병원체에 효과

그리고 이어서 병중에 발표한 가곡집이 『아름다운

가 있는 화학물질과 항생물질 개발은 20세기까지

물레방앗간의 아가씨』이다. 이 가곡은 독일 민요에

기다려야 했다. 그는 만성으로 진행하는 매독 증세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정신세
계와 무너져 가는 사회, 변화하는 문

도 전해지는 장인들의 여행 편력을 노래한 것이다.

에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다. 온몸에 매독성 발진

화·예술 및 역사를 재조명한다.

중세 시대 독일의 장인들은 마이스터(명장)를 만나

이 나타나고 그 증상 때문에 두피가 온통 부스럼 딱

•오카다 하루에(岡田晴惠) 저
•황명섭 역
•246페이지
•15,000원

기 위해 전국 각지를 전전하며 여행지에서 또는 여

지로 덮이자 그는 머리카락을 밀고 가발로 감췄다.

행 중에도 기술을 연마했다. 그렇게 몇 년간 수행을

이때 슈베르트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

쌓아 길드(조합)로부터 마이스터의 칭호가 주어지면

참한 인간이다. 이제 결코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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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감에 내 인생은 파멸할 것.”이라며 비탄했다.

서 있다. 그 건물은 그 때도 이 방을 통해 보는 시야를

편히 죽기를 바랐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주옥같은

차단했을 것이다. 위를 쳐다보니 네모난 하늘이 보인다.

가곡을 만들어내며 고통스런 예술의 길을 선택한 것

그 하늘빛이 여명이 비치는 연한 파랑색에서 칠흑 같은

은 그 자신이었다.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겨울 나그네』

검은색으로 변하면 하루가 지나고, 방 안으로 불어오는

의 가사. 결코 일류로 평가할 수 없는 시인 빌헬름 뮐러

바람 냄새와 온도는 그에게 사계절을 알려 주었다.

Wilhelm Muller가 만든 민요풍 시집 속의 주인공을 통해

슈베르트는 더없이 시를 사랑한 음악가였다. 괴테나 하

슈베르트는 자신의 인생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네 등의 뛰어난 시를 꼼꼼히 골라 작곡했다. 그가 죽

슈베르트가 만년을 보낸 집이 지금도 빈에 남아 있다.

고 난 후 괴테는 자신의 시로 만들어진 그의 가곡을 듣

아름답고 화려한 음악의 도시 빈의 이미지와는 동떨어

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한

진 눈에 띄지 않는 허름한, 그래서 주의해서 보지 않으

친구들의 즉흥적인 시에도 많은 명곡을 붙였다. 『아름다

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건물. 입구에서 슈베르트가 살

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나 『겨울 나그네』도 문학적인

았던 것을 나타내는 회색 간판을 겨우 발견했다. 어둡고

평가가 어떻든 간에 쉬운 가사와 곡이 훌륭하게 융합되

좁은 나선형 돌계단은 그 세월만큼 오래되어 낡고 닳았

었다. 그는 시인들의 마음을 엮어낸 그 글을 이해하고

다. 가는 철봉으로 된 난간을 따라 어두운 계단을 두 바

존중했으며, 시와 음악을 하나로 취합해 곡을 만들어 내

퀴 정도 올라가자 눈에 익은 슈베르트의 포스터가 보인

는 예술가였다.

다. 현재는 슈베르트 기념관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슈베르트는 병으로 고통 받는 고난 속에서 인생의 본질

“2유로!” 개와 함께 나타난 노파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

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운명으

했다. 노파가 가리키는 문을 열자 슈베르트의 방이 드러

로 받아들였을 때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리

났다. 아니, 노파가 앉아 있는 그 자리도 방의 일부가 틀

고 그 고귀한 삶과 재능이 어우러지며 자신이 살아왔던

림없는 것 같다.

인생의 증표로서 수많은 가곡을 남길 수 있었다.

판자로 칸막이한 작은 방에는 자필 악보와 하루 일과의

『겨울 나그네』를 만든 다음해 슈베르트는 천국으로 여

기록, 그리고 피아노가 전시되어 있다. 악보에는 나도 알

행을 떠났다. 그의 무덤은 빈 중앙묘지 ‘악성’ 구역에 생

고 있는 그의 명곡이 철해져 있다. 한쪽 구석에는 그의

애 존경하여 마지않던 베토벤의 옆자리에 안장되었다.

가곡을 헤드폰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삐거덕

내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높다란 마로니에 나무에서

거리는 마룻바닥을 지나 피아노에 다가갔다. 작은 피아

갈색 잎이 떨어지고 바닥엔 밤이 뒹구는 가을의 끝자락

노다. 그는 매독으로 왼팔이 마비되어 피아노를 제대로

이었다. 한겨울에 찾을 때도 묘비 앞에는 늘 누군가가

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방에서 그는 병마와 싸우며 끊

놓아둔 꽃다발이 있다. 나는 가곡 『겨울 나그네』를 들을

임없이 명곡을 만들어냈다. 병세가 악화된 그는 이 방

때마다 완행열차의 차창을 통해 본 혹독한 독일의 겨울

에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창문을 열자 바

풍경과, 낡고 작은 피아노 앞에 선 등이 구부정한 그가

로 아래는 큰길가였고 정면에는 더 높고 오래된 건물이

눈에 선하다.

오카다 하루에(岡田晴惠)
1963년 출생. 게이오대학 약학부를 졸
업하고 동 대학원 약학연구과 석사과정
을 수료했다. 후생노동성 국립전염병연
구소 바이러스 제3부 연구원과 일본경
제단체연합회 21세기정책연구소 등을
거쳐 현재는 하쿠오 대학 교육학부 교
수를 맡고 있다. 전공은 감염면역학, 백
신학이다.
저서
인류vs감염증
왜 감염증이 인류 최대의 병인가
감염증과 싸운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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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센터 탐방

Deep Sea Divers Den
Operation manager : Tobi Schnell
Address : 319 Draper Street Parramatta park QLD AUS
Tel : (07) 4046 7333
E-Mail : info@diversden.com.au
Web : www.diversden.com.au
PADI 교육 및 펀다이빙, 스노클링 및 체험다이빙

호주 케언즈에는 수많은 액티비티가 있다. 그중에서도 꼭 해봐야 할 액티비티는 스
쿠버다이빙이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는 Great Barrier Reef(GBR)에서 스쿠버다이빙을 배운다
는 것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그럼 케언즈에는 어떤 다이빙샵들이 있을까?
수많은 다이빙샵 중 Deep Sea Divers Den(DSDD)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
다. 40년 넘는 히스토리에 140,000명이 넘는 다이버들을 만들어낸 곳이다. 그만큼
인정된 다이빙샵에서 다이빙을 배운다는 것은 다이버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다이빙 교육을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다.
그럼 먼저 DSDD의 오픈워터 코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DSDD 오픈워
터 코스 진행은 4일 코스로 진행이 된다. 첫 2일은 이론 교육과 수영장 교육 그리고

110 |

나머지 2일은 해양교육이다. 첫 2일은 다이빙샵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나머지 2일은
배를 타게 되는데, DSDD의 장점 중 하나는 해양 교육을 할 때 보통 다이버가 쉽게 접
할 수 없는 리브어보드(Ocean Quest)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깜깜한 밤, 오
로지 밤하늘의 별들만 빛나는 Great Barrier Reef(GBR)에서 하루를 보내며, 다이빙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다. 오픈워터 교육 중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
생들의 심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브어보드 특성상 교육진행을 좀 더 즐겁
고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학생들이 다이빙을 더욱 재미있고, 편안한 스포
츠로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DSDD가 주로 가는 리프는 Norman Reef, Saxon Reef, Hastings Reef이다. 보통 한
리프당 다이빙사이트는 10개 정도이며, 다이빙사이트 선정은 그날 날씨와 바다 컨디션
에 따라 다르게 된다. 주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다이버들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나
폴레옹피쉬, 호주 GBR에서는 Maori Wrasse라고 불리고, 케언즈 다이버들 사이에서
의 닉네임은 월리라고 불린다. Maori Wrasse는 다이버들에게는 정말 예쁜 강아지와도
같은 존재이다. 다이버의 버블을 좋아해 다이버들을 따라다니는데, 드물게 다이빙 시
작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 Maori Wrasse도 볼 수가 있다. 또한 무리지어 산호를 먹는
Bump-head Parrotfish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몸집이 1m에 가까운 크기에 보통
10마리 이상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다이버들은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다.
GBR에서는 일 년에 한번 정말 진귀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바로 산호 산란이다. 산
호 산란은 바닷물의 온도 및 바람 모든 것이 산란에 알맞은 조건이 되어야 가능하다.

리프상어 등 최소 2~3m 몸집을 자랑하는 물고기들이 많이 나타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산호 산란이 끝난 후 바닷물 표면에는 산호 알

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조류가 강할 때가 있어, 미리 체크하

들이 띠를 이루어 형성되는 광경도 확인할 수가 있다.

고 가는 것이 좋다.

케언즈는 근처에도 볼거리가 많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다이버들은 Port Douglas라

케언즈 시내에서 내륙 쪽으로 1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 Lake

는 지역으로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케언즈에서 북쪽으로 한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

Eacham이라는 곳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고도 다이빙을 즐길 수

Port Douglas가 나오는데, 이곳에는 DSDD의 Port Douglas 지점(Aqua Quest)이 있

있다. 옛날에는 화산 분화구였는데 지금은 물이 차서 Lake이라고

다. Aqua Quest는 케언즈에서 가는 리프 외에 또 다른 리프로 가게 되는데, Agincourt

부른다. 이곳에는 민물악어도 산다고 한다. 운이 좋다면 민물악어

Reef, St Crispin Reef, Opal Reef들이 주된 다이빙 리프이다. 또한, 케언즈에서 남쪽으

도 다이빙하며 지켜볼 수가 있다. 그 외에도, 데이트립을 하며 즐

로 내려가면 SS Yongala라는 렉(Wreck)이 있다. 1911년 태풍으로 인해 침몰한 배인데,

길 수 있는 쿠란다 및 스카이다이빙, Fitzroy Island, Green Island

이 배 주변에는 덩치가 큰 물고기가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스팅레이 및 만타레이,

등 많은 관광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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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CUBA Diving Report

Jardines de la Reina,
aka Gardens of the Queen
Author : Kev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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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다이빙 여행기

여왕의 정원
글/사진 케빈리, 번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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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 communist Cuba involves a lot of documentation, including
a special visa, an affidavit of approved activity (in our case, under
the category "education exchange" to study marine life), Letter of
Authorization, and proof of medical insurance. Fortunately, I was ably
guided through the labyrinth of regulations by noted photographer,
Richard Salas*, as he regularly organizes and leads dive groups to
the pristine waters of the Gardens of the Queen and other scuba
destinations worldwide. Our dive group was largely comprised of diverphotographers from Germany, Mexico, Australia, Canada and America.
We all benefited from personal, one-on-one tutorship with Richard,
aimed at improving our photographic skills.
공산국가인 쿠바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면 특별한 비자, 인가된 활동의
진술서(우리의 경우에는 해양생물을 연구하기 위한 ‘교육 교환’ 항목으로
분류됨), 인가서, 의료보험 증명서 등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다행히도
나는 유명한 사진작가인 리처드 살라스의 능숙한 안내를 받아 미로와 같은
규제를 헤쳐 나갈 수 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스쿠버다이빙 그룹을 조직
하여 여왕의 정원(Gardens of the Queen)에 있는 원시적인 바다와 기타 전
세계의 스쿠버다이빙 여행지들로 안내한다. 이번 스쿠버다이빙 그룹은 주
로 독일, 멕시코, 호주, 캐나다와 미국에서 온 다이버 겸 사진작가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 우리는 모두 리처드와 일대일 개인 지도를 통해 우리의 사진
기술을 향상시키는 도움을 받았다.

Getting to Cuba involved a midnight red-eye flight from LAX to CLT
(Charlotte, North Carolina) and then a connection to Havana, and we
arrived by noon, the next day. Alas, it took two and half hours to clear
customs and the ordeal made the mojito (Cuban highball with white
rum) taste all the more soothing, once I reached my clean and cool
B&B accommodations. A few laps in the salt water swimming pool also
helped revive my spirits.
쿠바에 가려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까지 심야의 항
공편에 오른 다음 아바나로 가는 연결편으로 갈아타야 했으며, 우리는 다음
날 정오에 도착했다. 더구나 세관을 통과하는 데 2시간 반이 걸렸으며, 이
러한 시련을 겪으니 내가 깨끗하고 시원한 B&B 숙소에 도착한 후 마신 모
히토(mojito, 화이트 럼이 들어 있는 쿠바 칵테일) 한 잔이 한층 더 위로가
되었다. 바닷물로 채워진 수영장을 몇 차례 왕복하니 활기도 돌아왔다.
114 |

The next day, Richard had arranged a sightseeing excursion of Havana,

다음날 아침 새벽인 4시 30분 게슴츠레한 눈을 한 우리 그룹은 항구 도시인

whilst riding in well-preserved American jalopies from the '50s and '60s.

주카로로 5시간의 장거리 드라이브를 위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

On hearing me exclaim that the motor sounded very good for such an old

다. 주카로에서 우리는 보트로 갈아타기 위해 무거운 짐을 옮겼으며, 보트는

car, my driver admitted a Mercedes engine was under the hood. Touring

다시 5시간 동안 통통거리며 나아가 토르투가 및 50마일 떨어져 있는 여왕의

Havana from a convertible car was a great way to experience the historic

정원 다도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수상 호텔’로 향했다. 토르투가의 땅 밑

city. We walked on well-worn cobblestone streets and sampled Cuban

에는 악어가 “티토, 티토” 하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친근한 부름을 듣고 자

cuisine which was quite tasty. A few cigar aficionados branched off in

주 나타난다. 이빨을 드러낸 이 야생동물은 털이 뽑힌 통닭을 던져주자 허겁

search of Cuba's best stogies, at more than $100 apiece! In conversing

지겁 삼켜버렸다.

with locals, I learned that Cuban citizens are prohibited from enjoying
scuba, as divers could employ it as a means to rendezvous with an escape

On Valentine's Day, my dive computer accurately recorded a single 1,440

boat bound for Florida, only 90 miles distant.

minute dive, at an average depth of 60 feet, off Cuba's southern coast. To be

다음날 리처드는 관리 상태가 좋은 50년대 및 60년대 미국산 구식 자동차들

sure, it was my back up computer which had somehow de-clipped from a

을 타고 아바나를 관광하는 여행 일정을 잡아두었다. 자동차 소리가 꽤 좋다

D-ring and fell into the watery depths, as I was climbing aboard a bouncing

고 외치는 내 말을 듣고는 운전사가 차에 벤츠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 귀뜸

dive boat. The next day, an energetic dive master found the computer

을 했다. 오픈카를 타고 아바나를 여행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도시를 경험하

and plucked it off the reef. Cheerfully, I gave him a well-earned reward,

는 데 정말 좋은 방법이었다. 우리는 닳아 반질반질한 자갈 거리를 걸었고 아

and noted the computer was frantically flashing an SOS message (which

주 맛있는 쿠바 요리를 골랐다. 몇몇 시가 마니아들은 흩어져 개당 100달러

cleared, after a day). A few days later, a different dive master managed

가 넘는 쿠바 최고의 여송연을 찾아 다녔다. 현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쿠

to locate an errant camera rig which, in the excitement of encountering a

바 시민이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crocodile named Nino in his natural mangrove habitat, had temporarily

다이버들이 불과 90마일 떨어져 있는 플로리다로 향하는 난민선과 합류하는

become separated, for an uneasy hour, from its owner, my roommate!

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밸런타인데이에서의 내 예비 다이브컴퓨터에는 쿠바의 남부 해안 앞바다에서
평균 수심 60피트 깊이로 단일의 1,440분 다이빙한 기록이 정확히 기재되어

At the wee hour of 04:30 the next morning, our bleary-eyed group,

있었다. 불행히도 내가 흔들리는 다이빙 보트에 기어오르면서 D링에서 풀려

lumbered onto a bus for a 5-hour marathon drive to the port town of

물속에 빠뜨렸다. 다음날 한 다이브마스터가 이 컴퓨터를 발견하고는 산호초

Jucaro, where we transited ourselves and weighty luggage to a boat, which

에서 건졌다. 나는 그에게 흔쾌히 보답을 해주었으며, 컴퓨터가 SOS 메시지

chugged the ocean for another 5 hours to the Tortuga, a "floating hotel"

를 미친 듯이 보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그건 하루 후에 사라졌다). 며칠 후

firmly anchored in the Garden of the Queens archipelago, 50 miles away.

다른 다이브마스터가 실종 카메라 세트의 위치를 찾아냈는데, 이 장치는 내

From under the Tortuga, a resident crocodile regularly emerges, on hearing

룸메이트가 천연 맹그로브 서식지에서 니노라는 이름의 악어와 마주쳐 흥분

the familiar call of his name "Tito, Tito". The toothy beast was ever eager

과 불안 상태에서 놓친 물건이었다.

to gobble down offerings of plucked whole chic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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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ibranchs were miserably meager; I found only three species.

The highlight for most divers were aggregations of sharks, predominantly

Apparently the Caribbean is not noted for them, in general. However,

Caribbean Reef and Silky. Beneath our boat, swimming sharks were so

plenty of other marine life captivated our attention and kept our strobes

thick, they whacked my fins and bumped my legs and, on occasion, I

firing away on turtles, crocodiles and wide array of colorful fishes. The

could reach out and pet them. Having left my wide-angle paraphernalia at

reefs of Jardines del la Reina are interspersed by cays and huge stands

home, it was most challenging to shoot everything with my fixed macro

of mangroves, all thriving with life. Healthy sea fans, giant sponges and

lens (60mm + 1.4x teleconvertor), including full body shots of sharks,

abundance of corals can be seen on every dive. Though Fidel Castro was

barracudas and giant groupers, but it can be done.

a diver-hunter, he was instrumental in establishing the region as a marine

대부분의 다이버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상어들, 주로 카리비언 리프 및

reserve after a convincing conversation with Jacques Cousteau.

실키(Caribbean Reef and Silky) 상어들의 무리였다. 우리의 보트 밑으로는

여기는 나새류가 극히 드물어 나는 불과 3종만 발견했다. 카리브 해는 일반

유영하는 상어들로 우글거리고 있어, 그들은 간혹 내 핀을 후려치고 내 다리

적으로 나새류로 유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기타 해양생물이 주

와 부딪치기도 하였으며 나는 손을 뻗어 그들을 쓰다듬을 수 있었다. 나는 광

의를 사로잡았고 우리는 거북이, 악어와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물고기들

각 장비를 집에 두고 왔으므로 고정 매크로렌즈(60mm + 1.4x teleconvertor)

을 향해 계속 플래시를 터트렸다. 자딘스 델 라 레이나(Jardines del la Reina)

로 상어, 꼬치고기(barracuda)와 대왕 그루퍼(giant grouper)의 전신 촬영을

의 산호초들 사이에는 작은 섬과 커다란 맹그로브 숲이 드문드문 있고 모두

포함해 여러 가지를 촬영하기가 가장 어려웠는데, 어쨌든 해냈다.

생물이 번창해 있다. 건강한 부채산호, 거대한 해면과 풍부한 산호를 다이빙
할 때마다 볼 수 있다. 피델 카스트로는 다이버를 색출하는 사람이지만, 자크
쿠스토(Jacques Cousteau, 프랑스의 해양 탐험가)가 설득하여 이 지역을 해
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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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ter visibility was quite good, averaging a clean 80-100 feet,
which allowed me to linger on photo ops, while keeping an eye on
bubbles of distant divers so I could navigate back to the anchor line.
The water temperature was a consistent, warm 79℉ (26℃), except
one dive, inside Octopus Cave, where it was noticeably 2 degrees
less, as if a cold underwater spring fed into the cavern. Surge was
minimal and the occasional current was mild.
수중 시야는 꽤 좋아 평균 80∼100피트 정도로 맑았다. 나는 사진 촬
영을 연장하면서도 닻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멀리 있는 다이버들의
물방울을 계속 지켜볼 수 있었다. 수온은 일정하고 화씨 79℉(섭씨
26℃)로 따듯했다. 하지만 한 번의 다이빙은 예외로, 옥토퍼스 케이브
(Octopus Cave) 안에서는 무려 2도 이하여서 마치 차가운 수중 샘물
이 동굴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수중 서지(surge)는 미미하였고
간혹 있는 조류는 경미했다.

Finally, this dive report would not be complete without introducing
Dr. Britta Siegers, who resides near Cologne, Germany. Though
she lost both her legs in a train accident just before age two, Britta
is an intrepid diver, with scuba diving skills better than most. Since
her first s cuba experience in the Maldives, she is approaching
1000 dives while enjoying fantastic sites on all continents, except
Antarctica. Britta enjoys diving for the sense of exploration and
wonder "flying in another world", which she adroitly documents
with her marine camera. Britta does not employ fins, but deftly
maneuvers using the power of her arms. She is comfortable in her
customized wet-suit and commands near perfect buoyancy control.
Though dry-suit diving is more challenging, Britta has done cold
water dives in Canada, Norway, and Greenland. Placement of
weights and proper use of arm/hand stroking while wearing a dry
suit is important in maintaining proper buoyancy and propulsion
underwater.
마지막으로, 이 스쿠버다이빙 여행기에서 독일 쾰른 부근에 거주하는
브리타 시거스(Britta Siegers) 박사를 소개하지 않으면 섭섭할 것이다.
그녀는 막 2살이 되기 전에 기차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두려움
을 모르는 다이버로 스쿠버다이빙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몰
디브에서 첫 스쿠버다이빙을 경험한 이래 그녀는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환상적인 포인트들을 즐기면서 다이빙 기록 1,000회에 다가
가고 있다. 브리타는 ‘또 다른 세계를 날아가는’ 탐험과 경이를 느끼기
위해 다이빙을 즐기며, 이를 수중 카메라로 능숙하게 담아낸다. 브리
타는 핀을 사용하지 않으나, 팔의 힘을 사용해 물을 헤쳐 나간다. 그
녀는 맞춤형 웻슈트를 입고서 편안해하고 부력 조절을 거의 완벽히
해낸다. 드라이슈트 다이빙은 보다 어렵지만, 브리타는 캐나다, 노르웨
이와 그린란드의 차가운 물에서 다이빙을 해왔다. 드라이슈트를 착용
하고서 웨이트의 착용과 암/핸드 스트로킹(arm/hand stroking)의 적
절한 사용은 수중에서 적절한 부력 및 추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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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ta represented Germany in four Paralympics, in swimming and

한국으로 돌아와 그 아름다운 수중세계를 즐기는 ‘평생 한 번의 경험’이 들어

wheelchair-tennis. In fact, she won one of her eight Gold Medals in

있다.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에서 브리타는 여러 차례 세계기록을 수립했다. 지

swimming at the '88 Seoul Paralympics, the first time when it was held

적 분야에서는 화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법학을 공부했다. 현

at the regular Olympics venue. The indescribable emotion of entering the

재는 독일 및 유럽 변리사가 그녀의 직업이다. 다리의 상실이 삶에 대한 브리

Olympic stadium, with a hundred thousand people cheering in the stands,

타의 열정도, 긍정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꿈대로 살아가는 그녀의 능력도 꺾

has imprinted her mind and heart forever. Britta was quite impressed by

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다. 브리타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지 않

Korea and its hard-working people and very much enjoyed her time in

은가! 그녀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Seoul. Britta's bucket list includes a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of
returning to Korea as a scuba diver to discover its beautiful underwater

"Being handicapped does not mean you have to abandon your dreams.

world. During her athletic career, Britta established several world records.

Accept yourself the way you are; think positively; motivate yourself

In the intellectual arena, she earned a doctoral degree in chemistry,

to improve; and, above all, believe firmly in yourself. Work constantly

studied law, and is a German and European Patent Attorney, which is her

for your goals and you will receive more support and positive

profession. Obviously, the loss of limbs has not diminished Britta's zest for

acknowledgement than you ever imagined possible. Live your dreams!"

life nor her ability to achieve positive goals and to live her dreams. She is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은 당신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an inspiration for us all! In her own words:

다.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동

브리타는 독일을 대표해 4번의 패럴림픽에서 수영 및 휠체어 테니스 종목에

기를 부여하여 향상시키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확고히 믿어라. 당신의

참가했다. 사실 그녀는 수영에서 딴 8개의 금메달 중 하나를 88서울 패럴림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당신은 자신이 가능하다고 상상했던 것보다

픽에서 땄는데, 패럴림픽이 정규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에서 개최되기는 이 대

더 많은 지지와 긍정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다. 당신의 꿈대로 살아가라!”

회가 처음이었다. 스탠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하는 가운데 올림픽 경



기장에 입장하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은 그녀의 마음과 가슴에 영원히 각인

For more Cuba photos :

되었다. 브리타는 한국과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고 서

쿠바에 관한 사진들을 더 보려면 다음에 접속하면 된다.

울에서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브리타의 버킷 리스트에는 스쿠버다이버로

http://www.diverkevin.com/NorthAmerica/Cuba

Photo by Richard Sa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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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선다이빙의 메카

강릉 경포 앞바다
글/사진 이성우 (강릉 KBS 방송국)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내 다이빙전문 잡지에
동해안 다이빙에 관한 칼럼을 꾸준히 기고하고 있다.
그 칼럼들 중에는 강릉 경포 앞바다의 난파선에 관한 것도 여러 편이 있다.
하지만 난파선 소개 칼럼에서 시야가 흐려 제대로 된 난파선 사진이 없어
항상 아쉬웠지만 이번 칼럼에서 지난 겨울에 제대로 촬영한 사진과 함께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겨울 한반도에는 겨울 추위가 예년보다 한층 매서웠다. 추위가 보름정
도 빠르게 시작되었고, 오랜만에 겨울다운 겨울을 보낸 한해였다. 그 원인은
한반도 겨울 기온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와 몽골 북부지역이 평년보다 빨리
눈으로 덮여 차갑고 강력한 고기압이 발달한 탓이라 한다. 동장군의 기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봄바람만 못한가 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 사이로 맑
고 청아한 물소리가 들리고, 복과 장수의 상징인 복수초는 봄 햇살을 머금고
노란 꽃망울을 터트렸다. 또한 남쪽에는 이미 꽃이 만발하고 있다는 봄소식
이 언론매체의 뉴스를 장식한다.
통상적으로 동해안은 사계절 중에 겨울철이 최고 시야를 보이지만 필자의
30년 동해안 다이빙의 경험으로 볼 때 지난겨울은 동해안이 유난히 수중시

인근 리조트의 다이빙 선박들이 다이버를 입수시키고 상승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야가 좋은 한해였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동해안 시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강릉 경포의 사근진 앞바다에 투하한 800톤급 난파선을 제대로 촬영하고 싶
기 때문이다. 길이가 60m나 되는 난파선의 전체 전경을 제대로 촬영하려면
좋은 시야가 받쳐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에는 수중시야가 예년에 비해 맑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자의 마
음에 드는 난파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고, 촬영한 난파선 사진과
동영상의 일부를 필자의 SNS를 통해 공개하였는데 조회 수가 5,000회에 근
접했고, 이런 홍보 덕분인지 3월 현재 본격적인 다이빙 시즌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이곳에서 영업하고 있는 경포다이브리조트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지역 리조트의 다이빙선박까지 난파선 포인트에 모여 들어 붐비고 있는 실
정이다. 본격적인 다이빙 시즌에 이곳에서 다이빙을 하려면 번호표를 받아야
할 거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다이빙 지역이 되었다.
경포다이브리조트를 운영하며 난파선 다이빙을 안내하는 황무영 강사
전화 : 010-5284-5528

앰버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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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경포 앞바다가
난파선 다이빙의 메카가 되기까지

경포 난파선의 대표, 앰버33호

경포 앞바다에서 현재 다이버가 구경할 수 있는 난파선은 5척인 것으로 필자

쿠버 전용 공간 조성과 수중테마공원 조성을 통한 해양 수중관광 메카로 육

앰버33호는 해양수산부와 강릉시가 해양스포츠 수요 증가에 따른 스킨스

는 기억한다. 그중에는 온전한 난파선이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파도에 의해

성하기 위한 사업을 강릉시 사근진어촌계에서 적극 유치하여 현재의 위치

부서져 형체만 있는 것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곳 난파선은 자연스러운 분위

에 투하하게 되었다. 시공업체인 해주ENC에서 러시아에서 트롤어선을 수입

기를 연출한다.

하여 다이버에게 안전하며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보강공사를 시공하여

강릉 경포 앞바다의 난파선 5척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현 위치에 투하하였다. 선명은 앰버33호이다. 러시아어로 Янтарь(인따리)

많은 난파선이 유독 강릉시 경포 앞바다에 위치하게 된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는 영어로 Amber(앰버)라는 뜻이고, 앰버는 평범하고 흔한 러시아 여성의 이

숨은 노력 덕분이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사근진에 살고 있는 전찬길 간사(사

름이라 한다.

근진 어촌계)이다.
전찬길 간사는 현재 60을 바라보는 나이이다. 동국대학교 스쿠버동아리 초
창기 멤버였으며 대학 졸업 후 당시 해외건설 현장이 인기 있을 때 수중공사
요원으로 해외생활도 하며 견문을 넓혔다. 귀국 후 1988년 고향인 강릉 경
포에 경포다이브리조트를 개업하여 주로 경포해수욕장 앞에 있는 10리바위,
5리바위 다이빙을 안내하며 많은 다이버들에게 경포 다이빙의 추억을 만들
어 주었다.
옛날에는 다이버들이 그냥 물속에만 들어가도 좋았다. 그러나 차츰 시대가
변하고 뭔가 다양한 볼거리가 요구되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 이것을 느낀
전찬길 간사는 각 공공기관과 연구소를 찾아다니며 어초 관광 사업을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경포 앞바다에는 2006년부터 난파선이 투하
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의 5척의 난파선이 투하되었다. 필자는 그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난파선 다이빙을 즐기는 모든 다이버
들을 대표해서 전찬길 간사의 그간 노고에 대해 지면을 통해서라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앰버33호의 웅장한 모습

사천해변
잠봉내기

수심최대 -45m, -20m

순포짬

수심최대 -20m, -16m

등대

난파선

수심최대 -20m, -16m

순포해변

새바위

해중공원

수심최대 -20m, -15m

난파선

수심최대 -20m, -15m

수심최대 -24m, -14m

오아시스

난파선

수심최대 -20m, -16m

수심최대 -24m

꽃동산

섭바위
트윈피크

수심최대 -20m, -15m

수심최대 -24m, -16m

순긋해변

함 가볼래오
베란다

터널여행

수심최대 -20m, -17m

수심최대 -20m
-16m

수심최대 -20m, -16m

P·T

비치

사근진해변

땀풀

수심최대 -20m
-16m

수심최대 -20m, -15m

수심최대 -20m, -6m

수심최대 -5m, -3m

시크릿가든
수심최대 -18

베어가든

수심최대 -6

수심최대 -20m, -16m

경포가든

경포사근진어촌계

경포다이브

제네시스
난파선

수심최대 -12m

아마존

수심최대 -12m

십리바위 수심최대 -12m

십리바위
오리바위

경포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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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의 다이빙포인트 맵

앰버33호 난파선의 상세도에서 볼 수 있듯이 선수와 선미에 입출수 라
인이 설치되어 있다. 이 라인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입출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 수심이 36m이다. 수심이 깊어 무감압한계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공기 소모도 많다. 그래서 수심과 잔압체크도 자주 해야 한다.
앰버33호 난파선은 상층부를 비롯하여 내부, 선수, 선미 등 볼 것이 많
은 800톤 크기이다. 한 번의 다이빙으로 모든 것을 보려는 욕심을 부리
지 않는 것이 좋다. 난파선의 대부분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
을 가지고 여러 번 다이빙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1 침몰시키기 전에 육상에서 보강 공사중인 앰버33호
2 현재의 위치에 침몰시키고 있는 앰버33호

1

3 앰버33호 난파선의 상세도
4 DVP 다이빙을 즐기는 TEAM LEO DIVE CENTER 멤버들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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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버33호 다양한 수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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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강릉 경포 앞바다에
투하된 난파선들

시설 당시 해중공원 난파선(2008년 9월 15일)
해중공원 난파선 현재의 모습

꽃동산 난파선의 모습

오아시스 난파선(2006년 최초의 난파선)

함 가볼래요 난파선(2009년 8월 9일)

소형 미개방 난파선(2009년 4월 11일)

업체 참관기

(주) 우정사/오션챌린져

초청

제10차 (2018년)
TUSA 딜러 투어 참관기
2018년 3월 14~17일(3박 4일),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초청으로 제10
차(2018년) TUSA DEALER TOUR에 참가하게 되었다. (주)우정사/오
션챌린져 직원을 포함하여 다이빙계 잡지사 대표들, TUSA 딜러 20명
등이 참가하여 대만 현지 TABATA 공장 견학과 신제품 설명회를 비롯
하여 대만 현지 다이빙 시장 조사, 간단한 관광일정으로 진행되었다.

TUSA 대만 TABATA 공장 견학 및 세미나
지난 3월14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M카운터에 모인 참가자들은 서로 인
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오후 시간에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
항(Taoyuan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한 일행은 버스를 타고 곧장
TUSA TABATA 대만 공장으로 이동하여 첫날 일정을 진행하였다.
TUSA TABATA 대만 공장은 일본에 있는 TUSA 공장과 협업하여 스킨
장비(마스크, 핀, 스노클) 세트와 부력기(BC), 다이빙장비백 등을 만드
는 공장이다. 대만공장은 주로 플라스틱, 실리콘, 천 등을 사용하여 만
드는 다이빙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곳이다.
공장의 다이빙 장비제조 공정과정을 3개조로 나누어 대만 TABATA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의 공정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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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비롯하여 부력기와 핀의 조립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고 완제품의 검사와 포장
그리고 제품이 출하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다. 대만공장 직원들은 각 조에
참가하여 제조 공정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하였고, 완성된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친절하게
제품의 장단점을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TABATA 대만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TUSA 제품
생산 과정과 테스트 현장을 시찰하며 제품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직원들이
자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직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정이 묻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
공정과정을 둘러본 후 자리를 옮겨 세미나실에서 우정사 직원이 TABATA 대만 현지 공장
과 일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설명하였고, 세미나 장소에 진열된 신제품을 체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대만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자세한 설
명과 함께 직접 눈으로 확인한 딜러들은 본인들이 취급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
해를 하고 고객에게도 제품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어 도움
이 된다고 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TABATA 그룹의 각 브랜드
와 역사를 확인하고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다이빙장비
의 추세를 가늠할 수 있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윙타입의 백마운트 부력조절기이
다. TUSA 특유의 견고함과 다양한 컬러로 제작된 윙타입 부력
조절기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분석하여 나온 제품이라 만족도
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성
능과 품질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또한, TUSA TABATA 공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딜러투어 10주년 기념 커스텀 마스크 및 여권
지갑을 증정하였다. 공장 견학이 끝난 후에는 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다이빙계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친목
을 도모하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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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째 관련 업체 방문
대만 현지 다이빙 센터와 리조트, 수영장 등을 방문하여 현지 다이빙 시장 상황을 파
악하고 한국과 다른 운영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의 다이빙 업체를 방문하면서
한국의 업체들의 운영방식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일째와 4일째 유명 관광지 관광
이틀간의 설명회와 다이빙계의 시장조사를 마치고 3일째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
졌다. 스펀폭포(十分瀑布), 지우펀(九份), 스카이 곤돌라, 국립중정기념당(총통 장개석
기념관) 근위병 교대식, 스린 야시장 등 대만의 명소들을 방문하며 피로를 풀고 모처
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시간을 끝으로 대만에서의 딜러투어를 성공
적으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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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서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한국 스쿠바다이빙 장비업체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업체이다.
1970년 설립하여 40여 년간 사업을 전개하면서 스쿠바다이빙 장비 시장의 현재 모델을 만들
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이빙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장비를 꾸준히 개발하여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주류장비 수입업
체로서 흔들림 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올해로써 10번째 대만 딜러 투어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마케팅 방
법이 있지만 딜러들에게 자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제조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서 자부
심을 갖고 장비를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3박 4일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공급업체 영
업직원과 딜러들 간의 친분을 쌓음으로써 서로를 신뢰하고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 최선의 영업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투어에 초청해준 (주)우정사/오션챌린져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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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The World Diving Sites

제주

오키나와제도

시나이반도

오가사와라제도

(케라마/미야코/이시가키/요나구니)

(다합/샴엘셰익)

남이집트

사이판/티니안/로타/괌

(후루가다/마르사알람)

얍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수단
안다만제도

르당

몰디브
시밀란제도
피피섬

팔라우

필리핀

데라완제도

라양라양
시파단

마나도(부나켄섬/렘베해협/방카섬/상히에)
라자암팟

반다씨
세이셜
모리셔스

발리섬 코모도섬

(페니다섬/투람벤/멘장안섬)

알로르
대보초/코랄씨

파퓨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뉴칼레도니아
용갈라렉

남아공
(케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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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과달루페

유카탄반도
(시노테/코즈멜섬)

바하캘리포니아

하와이
소코로섬

(카보/라파즈/코테즈해)

벨리즈
코코스섬

바하마제도

쿠바
케이만군도
보네어

말페로섬

갈라파고스제도

타히티
피지

퉁가
이스터섬

2018 May/June | 131

TOUR

The Philippines Diving Sites

수빅만

아닐라오/보니또
푸에르토갈레라(사방비치)
돈솔
아포리포

코론

롬블론섬
보라카이섬

엘니도

알라파스쿠아섬

레이테(소고드베이)
모알보알(페스키돌섬)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막탄섬
보홀섬
(팡글라오섬/발리카삭섬/까빌라오섬)

까마귄섬
두마게테(다우인)
아포섬

투바타하리프

다바오(사말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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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The Indonesia Diving Sites

국해
남중

상히에
데라완제도
타라칸

말레이시아

방카섬

부나켄국립공원

렘베해협

마나도

카해
몰루

칼리만탄

할마헤라

해
헤라
할마

라자암팟

소롱

파푸아바랏

슬라웨시섬

암본섬

Ambon

자와해
마카사르

반다해

알로르

자와섬
발리
덴파사르

코모도국립공원
알로르
라브안바조

동티모르

사움라키

머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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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역에서 다이빙을 즐기자!

세계적인 다이빙 지역

필리핀
리브어보드

Philippines
리조트

리조트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슈퍼마크로의 천국

접사생물과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까미귄섬

롬브론섬

레이테/소고드베이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3~6월만 접근 가능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12~1월 고래상어 시즌

특징 : 오염되지 않은 필리핀 슬루씨(Sulu Sea) 한

특징 : 화산지대의 독특한 수중지형을 만날 수 있고,

특징 : 마크로를 넘어선 수퍼마크로 생물의 보고. 특

특징 : 고래상어 스노클링. 파드레불고스 피어의 접

가운데에 있는 무인도섬. 손상되지 않은 바다환경과

여러 종류의 갯민숭달팽이를 비롯하여 접사 생물도

별한 가이드의 특별한 배려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사생물 천국과 나판타오 사이트에서 만나는 화려한

만타레이, 고래상어 등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볼 수

무수히 많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물고기 퍼레이드. 매년 12~2월에는 고래상어를 만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유네스코 해양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는 곳

화산지대의 특별한 풍광을 즐기자!

팔라완/투바타하리프
최소경비 : 3,500,000원~

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9/10월

투바타하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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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테/소고도베이

일본

Japan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일본 유일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

오키나와제도
최소경비 : 2,0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특징 : 일본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에 속하는 오키나와제도는 오키나와
본섬, 케라마열도(자마미섬, 아카지마, 토카시키섬), 미야코지마, 야에야
마열도(이시가키섬, 이리오모테섬, 요나구니섬) 등에 다양한 다이빙사
미코모토지마

이트가 개발되어 있다. 단 여름 태풍시즌을 피해야 한다.

오가사와라

참조 : 2016년 5/6월호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조트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동양의 갈라파고스

이즈반도/미코모토지마

오가사와라제도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8박 9일~

시즌 : 연중/성수기 4~10월

시즌 : 연중/혹등고래 1~4월 중순, 향유고래 7~10월

특징 : 이즈반도(伊豆半島)의 끝에 위치한 미코모토지마(神子元島)는 외

특징 :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긴부리돌고래(Long-snouted

양에 위치하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다. 쿠로

Spinner)와 병코돌고래(Bottlenose Dolphin)는 이곳에서 일 년 내내 볼

시오가 들어오면 바닷물의 투명도는 30m를 넘고, 수온이 갑자기 올라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혹등고래(Humpback Whale)는 1월부터 4월 중

가며 때에 따라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이때 해머헤드샤크(망치상어)의

순 사이에, 향유고래(Sperm Whale)는 7월부터 10월까지 오가사와라제

무리가 출몰한다. 또한 이즈반도는 이곳의 특별한 접사 생물들을 만나는
요나구니

것도 특별한 재미다.

도 연안에 찾아온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는 개복치까지도 볼 수 있다.
참조 : 2015년 5/6월호

참조 : 2015년 11/12월호

태국

Thailand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리조트

특이한 수중지형과 다양한 수중생물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시밀란제도

남안다만해 (피피섬, 힌댕/힌무앙)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11~5월/성수기 1~3월

시즌 : 년중/성수기 12~4월

특징 : 집채만한 바위 사이사이를 누비는 특이

특징 : 남부 안다만해는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힌댕, 힌

한 수중지형과 만타레이, 레오파드샤크 그리고

무앙과 코하라군이 주요 포인트이다. 몬순기후의 영향을

수많은 물고기 떼의 화려한 조화가 경이롭다.
시밀란제도

받는 이 지역의 다이빙은 건기인 11월~4월이 성수기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07년 3/4월

힌댕/힌무앙

고, 특히 리브어보드의 경우 이 기간에만 운행을 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5/6월

미얀마

Myanmar

말레이시아

Malaysia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북안다만해
리브어보드

자연 그대로 보존된

북안다만해(버마뱅크, 메르귀제도)

리조트

리조트

바다거북의 천국

망치상어를 만나는 곳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곳

시파단섬

라양라양

르당섬

최소경비 : 1,990,000원~

최소경비 : 2,990,000원~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성수기 3~6월

시즌 : 3~8월/성수기 4~5월

시즌 : 3~9월만 다이빙 가능

특징 : 바다거북,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는 기본이

특징 : 인공섬 라양라양에는 단 1개의 리조트가 영

특징 : 끝없이 펼쳐지는 다양한 종류의 경산호 군

고,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다이빙의 천국. 아

업하는데 3~8월만 영업한다. 수많은 해양생물과 산

락. 형형색색의 화려한 물고기 무리의 장관을 만난

름다운 수상방갈로 리조트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

호, 만타레이와 상어 등의 대형 어종과 망치상어를

다. 필리핀만큼 저렴한 현지 경비에 편리한 시설과

는 리조트 그리고 리브어보드 등 선택의 다양성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뛰어난 환경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있다. 시파단 본섬 다이빙 제한이 있어 일정 중 1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3년 3/4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곳이다.

다이빙만 허용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9/10월, 2018년 3/4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11/12월

리조트

푸른 바다위에 홀로 떠 있는 산호섬

최소경비 : 3,000,000원~

랑카얀섬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12~4월

최소경비 : 2,990,000원~

특징 : 수중 바위의 경관과 상어나 만타레이, 고래

최소일정 : 6박 7일~

상어 등의 대물들을 볼 수 있는 때 묻지 않는 곳

시즌 : 4~11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5/6월

특징 : 랑카얀섬은 얕은 대륙붕위에 형성된 산호섬
으로 따듯한 수온과 풍부한 플랑크톤 그리고 잘 발
달된 산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산란하
시파단섬

는 산란장 역할을 한다. 특히, 4~6월 고래상어
(Whale Shark)가 자주 나타나는 시기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르당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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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리조트

최소 경비 대비 최상의 편안함

리조트

마크로 천국, 수중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인 곳

마나도/부나켄섬

마나도/렘베해협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11월

시즌 : 연중/성수기 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

특징 : 부나켄국립해양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

만 접사생물이 다양

경과 최고의 접사 포인트를 자랑하는 렘베해협 1일

특징 : 최고의 접사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

투어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

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하다. 최소 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조트

도의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으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하는 지역이라 연중 다이빙이 가능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3/4월

발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신들의 천국에서 만나는 해양천국

다양한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는 곳

발리

코모도국립공원

최소경비 : 1,600,000원~

최소경비 : 3,2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3~10월이 베스트,

시즌 : 북쪽 5~10월, 남쪽 12~1월

7~9월은 몰라몰라 시즌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특징 : 다이빙+휴양+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

다양한 호텔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숙박과 맛있는

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먹거리 투어를 즐긴다. 만타와 몰라몰라를 볼 수 있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

는 여름 성수기, 리버티렉의 웅장하고 아기자기함을

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함께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렘베해협

리브어보드 리조트

북슬라웨시의 다이빙의 메카

마나도/방카섬, 상히에제도
리브어보드 리조트

최소경비 : 2,500,000원~

묻지도 않고 떠나도 되는 믿을 만한 그곳

최소일정 : 6박 7일

라자암팟

시즌 : 4~9월/성수기 5~9월

최소경비 : 4,500,000원~

특징 : 인도네시아 마나도 북단에 위치한 방카섬, 위

최소일정 : 10박 11일

치가 본섬에서 다시 떨어져 있어 소수의 리조트만

시즌 : 11~3월/성수기 10~4월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이 지역에

특징 :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치

아직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과 특히 듀공을 볼 수 있
어 한번 꼭 가보아야 할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여 해양 생태계의 보고,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한곳
에 모아둔 그곳, 라자암팟!

코모도

상히에섬은 리브어보드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

방카섬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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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Indonesia
리브어보드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

광각 풍광과 접사 생물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

데라완제도

알로르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2,600,000원

최소일정 : 8박 9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4~11월

시즌 : 3~10월/성수기 6~9월

특징 :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특징 : 건강한 산호와 다양한 접사 피사체를 모두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부 연안(동 칼리만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보통은 반다씨 리브어보드의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데라완, 마라

연장으로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것이 흠이다.

군도로서 모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OOOO년 O/O월

이 특별한 장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
이 높은 장소로 간주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암본섬
리조트

접사 생물의 천국, 렘베해협과 쌍벽

암본섬

리브어보드

엄청난 크기의 망치상어 무리를 만나는 곳

반다씨

최소경비 : 2,600,000원

최소경비 : 5,35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3~10월

시즌 : 연중/9~11월 망치상어 시즌

특징 : 마나도의 렘베해협과 같은 먹다이빙

특징 : 반다씨(Banda Sea) 지역은 물이 맑고 대형 어종을

(Muck Diving)의 메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많이 만날 수 있다. 특히 11월에는 따뜻한 바다에서 망치상

접사 생물을 만날 수 있는지 세어보는 것도

어 엄청난 무리를 만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지역이기도 하

특별한 재미가 될 수 있다.

다. 망치상어 무리 하나로도 반다씨를 방문할 충분한 가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가 있다.

데라완제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2월

이집트

Egypt

인도양
리브어보드

남이집트

Indian Ocean
리조트

허니문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다, 몰디브!

엄청난 크기의 정어리 무리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신비

몰디브

남아공 사딘런/베이트볼

최소경비 : 3,400,000원~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일정 : 8박 10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가능/3~4월 Deep south/10~11월

시즌 : 6~7월

North Route

특징 : 대형 그루퍼, 우리에게 낯선 레기샤크 다이

특징 : 다이빙 보트가 별도로 있어 럭셔리한 크루즈

빙. 거친 아프리카의 바다에서 만나는 가마우지, 수

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리브어보드 여행지. 시즌에

천수만의 돌고래 무리, 혹등고래 가족 그리고 사딘

따라 시야는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시야와 알

런(정어리 무리)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

록달록 색색의 어종을 만날 수 있다. 야간 샤크 다이

베이트볼(Bait Ball).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자연의 먹

빙, 고래상어 스노클링과 만타 다이빙은 다시 몰디

이사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브를 찾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2~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월에 최남쪽까지 내려가는 루트에서는 고래상어 나
이트 스노클이라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홍해! 그 이름만으로

특별한 만남의 여행

시나이반도 (삼엘셰이크, 다합)

남이집트(후루가다, 마르사알람)

최소경비 : 2,9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6박7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10~11월 바다는 좀 거칠지만 가장 좋

시즌 : 연중/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일정이 취소되

은 시야

거나 조정

특징 : 붉게 물든 사막과 푸르른 바다를 한눈에 볼

특징 : 이집트 남쪽을 지나 수단까지 내려가기도 하

수 있는 홍해. 석양이 지면 바다조차 붉게 물들어 버

는 루트로 겨울엔 환도상어, 여름엔 망치상어 그리

리는 이곳의 물속은 생각보다 수온이 많이 낮다. 유

고 봄에는 만타레이와 고래상어 시즌이 번갈아 펼쳐

명 휴양지인 삼엘세이크는 다이빙 외에 사막투어 등

진다. 운이 좋으면 듀공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의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이곳은 리브어보드를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2월, 2017년 3/4월

추천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1년 1/2월

몰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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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North Pacific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믿고 가는 그곳, 팔라우

팔라우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일정 : 4박 6일
시즌 : 연중
특징 : 상어를 동네 강아지처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곳 팔라우. 블루홀, 블루코너, 저먼채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다이빙 지역. 숨을 쉴 수 있
는 공간이 있는 샹들리에 케이브와 난파선. 그리고
해파리호수와 산호머드팩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음력 그믐 전날에만 볼 수 있는 버팔로 무리의 스퍼
닝 쇼(Spawning Show)와 음력 보름 전날에만 볼 수
있는 레드스내퍼 무리의 스퍼닝 쇼가 압권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2018년 1/2월
괌

팔라우
리조트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조트

격이 다른 난파선 다이빙

호텔+다이브센터

축

두개의 세계대전 때 각각 침몰한 난파선을 한곳에서

이글레이 클리닝스테이션과 맑은 물속 시야

만타의 고향

사이판/티니안/로타

얍

최소경비 : 2,400,000원~

괌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2,4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성수기 12~4월

최소일정 : 4박 5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1~2월 만타 짝짓기 시즌

특징 : 시력이 시야인 곳, 특히 건기에는 100m 이상

시즌 : 연중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이글레이

특징 : 만타레이 무리를 비롯해 건기에는 외해의 거

의 난파선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난파선은 심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제1차 세

클리닝스테이션, 그로토의 멋진 풍광, 잠수함 포인트

대한 상어무리를 만날 수 있다. 1~2월 만타 짝짓기

심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의 난파선은 화려한 연산호

계대전 때 침몰한 코모란호와 제2차 세계대전 때 침

의 즐거움과 B29 포인트에서의 기념사진 그리고 티

시즌이 되면 수많은 만타레이의 퍼레이드를 감상할

와 색색의 고기떼 그리고 난파선에 남아 있는 전쟁의

몰한 도카이마루가 한 곳에 있는 특별한 곳이다

니안과 로타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이판을 즐긴다.

수 있다.

상흔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2018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3/4월

버,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3년 11/12월

남태평양

South Pacific

호주
호텔+다이브센터

Australia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넙은 산호초 지대

물고기에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6~7월 밍크고래 시즌

시즌 : 연중

특징 : 호주 대륙을 감싸듯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는

특징 : 난파선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해양생물들이

대보초라는 이름을 갖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

살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물고

와 반대의 계절을 갖는 호주는 12~5월의 우기에 습도

기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

가 높으나 28도의 따뜻한 수온, 6~11월의 건기에 쾌

로 빽빽이 들어 차 있는 고기들이 그저 신기할 뿐이

청하나 21도의 낮은 수온을 보인다. 예전만큼 멋진 산

다. 하루나 이틀 다이빙이면 충분한 곳으로 이곳만

호초는 이제 케인즈 인근에서는 만날 수 없으나 그래

을 위한 여행은 추천되지 않는다. 호주 여행 중에 일

도 대보초 이름은 분명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을 더해 가볼 만한 곳이다.

최소 4박 이상의 리브어보드로 진행하는 코랄씨(Coral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

Sea)에서는 아직도 건강한 호주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
통가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

혹등고래와의 꿈같은 만남

피지

통가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4~10월/7~9월 겨울로 수온은 낮아지나 가

시즌 : 7~10월

장 좋은 시야

특징 : 북극의 빙하여행을 끝내고 남쪽의 쉼터로 돌

특징 :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으로 2m가 넘는

아온 혹등고래는 이곳 통가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게

7~8여 종의 상어에게 손으로 일일이 구분하여 먹이

된다. 육아를 하고 있는 혹등고래 부모들은 조금은

를 직접 던져주는 피딩 마스터의 눈썰미와 바로 눈

예민해져 있지만 새끼들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어

앞까지 다가오는 타이거샤크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환상적인 조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다. 화려한 산호 군락도 함께 만나는 아기자기함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겸비한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대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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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Central and South America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돌고래와 바다사자 춤을…

백상아리 케이지 다이빙

바하캘리포니아

과달루페섬

(라파즈/코테즈해/소코로섬)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최소일정 : 11박 12일~

시즌 : 6~11월

시즌 : 11~6월

특징 : 과달루페섬(Guadalupe)은 멕시코의 바하캘

특징 : 멕시코 소코르섬(Socorro)은 승선 후 꼬박 하

리포니아반도 서쪽 해안에서 240km 떨어진 태평양

루를 항해해야 만나는 작은 섬으로 유네스코 해양

에 위치한 작은 화산섬으로 위대한 백상아리와 만남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이버들과 놀아주는

을 가능하게 한다. 남아공이나 호주의 백상아리 케

돌고래, 2인 1만타와 헤엄치기, 숨죽이고 만나는 헤

이지 다이빙보다 확률이 훨씬 높다.

머헤드샤크 무리는 물론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닌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교감을 나누는 다이빙은 그 감동이 배가 된다. 라파
하와이

즈(La Paz)와 코테즈해(Sea of Cortez)는 바다사자
와 어르러져 다이빙한다. 시기를 잘 맞추면 엄청난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크기의 모블라(Mobula) 무리를 만날 수도 있다.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돌고래와 춤을…

신비한 동굴의 빛을 찾아

하와이/코나

유카탄반도(칸쿤/툴룸/코즈멜섬)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경비 : 3,800,000원~

최소일정 : 8박 9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야간 만타레이 다이빙과 블랙워터 다이빙이

특징 : 멕시코 유카탄반도(Yu c at an)는 시노테

압권이고, 돌고래, 바다거북, 고래상어 등을 볼 수

(Sinote)가 유명하다. 동굴의 두려움을 찬란한 빛으

있다.

로 극복한다. 초보자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케번 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이빙부터 전문 케이브 다이빙까지 모두 즐길 수 있

소코로섬

는 다양한 동굴이 있는 툴룸, 교육을 받아야 즐길 수
있는 다이빙이지만 그 가치는 충분하다.

리브어보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9/10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갈라파고스라는 이름 앞에

갈라파고스제도

리브어보드

망치상어, 망치상어, 망치상어

코코스섬

과달루페섬
리브어보드

남미의 파라다이스

카리브해

최소경비 : 9,000,000원~

(벨리즈/바하마/쿠바/케이만제도)

최소일정 : 10박 11일~

최소경비 : 다양

최소경비 : 6,500,000원~

시즌 : 연중/건기와 우기 계절이 바뀔 때가 베스트

최소일정 : 다양

최소일정 : 11박 12일~

시즌

시즌 : 연중

시즌 : 년중

특징 :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Galapagos)는

특징 : 카리브해(Caribbean Sea)는 대서양과 멕시

특징 : 코스타리카의 코코스섬(Cocos)은 야생 해양

다이버가 생각하는 물고기는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코만에 접한 바다이다. 카리브해는 어족과 산호초가

생물의 보고이고 환상적인 다이빙이 가능한데 다이

다. 6~11월의 고래상어 시즌과 망치상어는 수온이

풍부하며, 벨리즈의 블루홀, 케이만군도, 바하마제

낮아지는 7~12월의 건기에 그 활동이 더 활발해진

도, 쿠바 등 다양한 다이빙사이트가 있다. 카리브해

Shark)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코코스섬은 건

다. 특히 갈라파고스에서는 몰라몰라와 다이버들을

의 기후는 열대성이며 고도에 따라 다소 다르며 따

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건기는 12월부터 4월까지이며

홀리는 바다사자의 묘기에 자칫 물보라에 휘말릴 수

듯하고 습하며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거의 1년

우기는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코코스 섬에서의 다

도 있다.

내내 햇볕이 좋으며 대략 6개월 정도 기간으로 건기

이빙은 건기보다 우기가 다이빙 적기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와 습기를 가지고 있다.

빙마다 수십 마리의 망치상어(H a m m e r H e a d

멕시코 툴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7/8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3/4월

코코스섬

갈라파고스제도

2018 May/June | 139

TOUR

다이빙전문여행사

(주) 액션투어

Tel.02-3785-3535
Web : www.dive2world.com
Email : bluemjl@hotmail.com
Mobile : 010-8521-4707
Talk : AngelaMinjung

다이빙투어는

액션투어와 함께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다이빙을 하고 싶은 개인 및 단체
•다이빙 계획을 세우는 데 번거롭다고 느끼는 개인 및 단체
5/60대 다이버들이 다이빙샵의 젊은 강사들과
다이빙투어에 소외감을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은

(주)액션투어로

연락주세요.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지 언어가 불편한 분은 적은 비용으로
가이드 동행도 가능합니다.
개인/동호회/다이빙샵 불문하고 연락주세요.
다이빙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준비해 드리기 위해

(주)액션투어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2018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멕시코 소코로 + 코르테즈 콤보스페셜

인도네시아 코모도 리브어보드

일정 6월 12~24일
특징	우리에게 낯선 곳 Socorro, 대양 어종을 친구처럼 만날 수 있
는 곳. 여기에 물개와 BBC 다큐에서 만난 모불라떼를 만나는
스페셜 콤보 투어!!

일정 인도네시아 코모도 리브어보드
특징	광복절 연휴에 떠나는 코모도 리브어보드. 범선의 정취와 함
께 인도네시아 최고의 포인트를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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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시가키

인도네시아 렘베

일정 9월 22~27일
특징	짧은 추석 연휴에 맞춘 딱! 맞는 일정. 멀리 가지말고 가까운
곳에서 편히 쉬자고요~

일정 11월 중
특징	마크로 천국 렘베로 떠나는 사진여행. 초보자 환영합니다!!

인도네시아 암본

솔로몬 아일랜드 리브어보드

일정 11월 중
특징 렘베와 더불어 마크로 양대 산맥인 암본. 스쿠바다이버지
스페셜 투어로 떠납니다.

일정 11~12월 예정
특징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 아직 때묻지 않은 바다 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태고의 바다 솔로몬으로 떠납니다.

2019년 투바타하

2019년 시파단

일정 2019년 4월
특징	필리핀 최고의 사이트, 투바타하리프로 떠나는 리브어보드
여행! 꼭 가보아야 하는 그곳으로 떠납니다.

일정 2019년 4월 13~20일
특징	설명이 필요한가요? 시파단은 시파단!! 본섬 다이빙 2일 진행

2019년 여름휴가 갈라파고스
일정 2019년 8월 10~ 20일
특징	여름 휴가와 현충일 연휴를 묶어 특별한 갈라파고스를 만나러 떠납
니다. 평생에 한번 간다는 갈라파고스, 하루라도 빨리 다녀옵시다! 마
지막 1자리 남았습니다!

2019년 추석 갈라파고스
일정 2019년 9월 7~17일
특징 추석 연휴를 이용한 갈라파고스 평생여행! 마지막 1자리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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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항공권 문의처
(주) 액션투어 Tel.02-3785-3535 bluemjl@hotmail.com

매월 최신 일정을 업데이트합니다.
[2018년 5월 2일 기준]

필리핀 편
인천 ↔ 마닐라
항공사

인천 ↔ 세부
편명
KE621
KE623
KE622
KE624
OZ701
OZ703
OZ702
OZ704
PR467
PR469
PR466
PR468

운항구간
인천 → 마닐라
마닐라 → 인천
인천 → 마닐라
마닐라 → 인천
인천 → 마닐라
마닐라 → 인천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0

10:55

● ● ● ● ● ● ●

18:45

21:55

● ● ● ● ● ●

12:20

17:20

23:10 04:15[+1]
07:45

11:05

18:55

22:30

12:25

16:50

23:20 04:40[+1]

● ● ● ● ● ● ●
● ● ● ● ● ● ●
● ● ● ● ● ● ●

도착
23:30

● ● ● ● ● ●

06:25

● ● ● ● ● ● ●

KE632

세부 → 인천

01:00

OZ709

인천 → 세부

21:30 01:00[+1]

OZ710

세부 → 인천

02:00

08:05

PR485

인천 → 세부

07:30

11:15

PR484

세부 → 인천

00:30

06:00

Z29047

인천 → 세부

20:55

00:25

Z29048

세부 → 인천

14:25

19:55

11:10

7C2405

인천 → 세부

20:50 00:20[+1]

7C2406

세부 → 인천

01:20

00:20

05:20

14:10

19:35

5J187

인천 → 마닐라

02:30

05:50

5J188

마닐라 → 인천

17:25

22:40

Z20885

인천 → 마닐라

12:55

16:00

Z20884

마닐라 → 인천

07:10

12:10

7C2305

인천 → 마닐라

19:10

22:20

7C2306

마닐라 → 인천

23:10 04:05[+1]

● ● ● ● ● ● ●

LJ021
LJ025
LJ022

● ● ● ● ● ● ●
● ● ● ● ● ● ●
● ● ● ● ● ● ●

LJ026

인천 → 세부
세부 → 인천

06:50

08:30

12:10

20:05

23:45

13:30

19:05

01:55

07:1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팔라완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PR475

인천 → 팔라완

08:30

12:00

PR474

팔라완→ 인천

00:50

06:3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6월부터 운항 됩니다.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705

부산 → 마닐라

20:30 00:05[+1] ● ●

OZ706

마닐라 → 부산

05:45

10:10

PR419

부산 → 마닐라

20:35

23:35

PR418

마닐라 → 부산

14:35

19:35

●

●

●

● ●

●

● ● ● ● ● ● ●

편명

운항구간

OZ707

인천 → 클락

21:30 00:30[+1]

출발

도착

OZ708

클락 → 인천

01:35

06:20

PR493

인천 → 클락

23:15

02:35

● ●

● ●

PR492

클락 → 인천

16:55

21:15

● ●

● ●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2P2483

인천 → 보홀

02:45

06:15

2P2482

보홀 → 인천

17:05

23:00

- 항공 스케줄 및 편명은 각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이빙 후 비행시간 최소화를 위한 직항 스케줄만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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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0:05

23:4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인천↔ 보홀 (딱빌라란)
항공사

운항구간
인천 → 세부

08:10

인천↔ 클락
항공사

편명
KE631

20:35

부산 ↔ 마닐라
항공사

항공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부산 ↔ 세부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BX711

부산 → 세부

21:05

00:30

BX712

세부 → 부산

01:25

06:35

KE5773

부산/진해 → 세부

18:30

21:45

●

KE5774

세부 → 부산/진해

01:15

06:25

● ● ● ● ● ● ●

※ KE5773, KE5774 편은 진에어 항공기로 운항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기타 편
인천 ↔ 덴파사르(발리)
항공사

인천 ↔ 말레(몰디브)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629

인천 → 덴파사르

18:05 00:10[+1]

KE630

덴파사르 → 인천

01:20

09:2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공사

● ● ● ● ● ● ●

인천 ↔ 사이판
항공사

편명
OZ625
OZ626
7C3402
7C3404
7C3401
7C3403

운항구간
인천 → 사이판
사이판 → 인천
인천 → 사이판
사이판 → 인천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9:40 01:00[+1]

●

20:15 01:45[+1] ● ● ● ● ● ●
02:50

06:30

03:10

06:50

09:30

15:10

22:10 03:40[+1]
16:10

19:45

04:45

08:30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677

인천 → 코롤

20:35 01:45[+1]

KE678

코롤 → 인천

02:55

08:10

23:30 07:00[+1] ●

●

KE474

말레 → 인천

15:40 06:25[+1]

SQ607

인천 → 싱가포르

09:00

14:00

SQ452

싱가포르→ 말레

20:35

22:10

항공사

편명
KE735
KE5745

● ● ● ● ● ● ●

KE736
KE5746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 ●

※ 대한항공 인천-말레(말레-인천) 노선은 콜롬보를 경유하여 운항
※ 싱가포르항공 인천-말레(말레-인천) 노선은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운항

인천 ↔ 코롤(팔라우)
항공사

운항구간
인천 → 말레

인천 ↔ 오키나와(나하)

● ● ● ●
● ●

편명
KE473

운항구간
인천 → 오키나와
오키나와 → 인천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5:40

17:55

● ● ● ● ● ● ●

10:35

12:50

● ●

19:05

21:35

● ● ● ● ● ● ●
● ●

14:00

16:15

OZ172

인천 → 오키나와

09:15

11:35

OZ171

오키나와 → 인천

12:40

15:05

7C1802

인천 → 오키나와

13:30

15:45

7C1801

오키나와 → 인천

16:35

18:55

LJ245

인천 → 오키나와

10:10

12:30

LJ246

오키나와 → 인천

13:30

15: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E5745, KE5746 편은 진에어 항공기로 운항 됩니다.

인천 ↔ 코타키나발루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LJ06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8:00

22:3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LJ062

코타키나발루 → 인천

23:40

05:45

ZE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30

23:35

ZE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00:45

07:10

7C2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10

23:20

● ● ● ● ● ● ●

7C2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00:20

06:25

● ● ● ● ● ● ●

● ● ● ● ● ● ●

부산 ↔ 오키나와(나하)
항공사

● ● ● ● ● ● ●

출발

도착

08:10

10:05

OZ169

오키나와 → 부산

11:05

13:20

편명

운항구간

KE053

인천 ↔ 푸켓(태국)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637

인천 → 푸켓

17:25

21:40

KE638

푸켓 → 인천

00:40

08:50

OZ747

인천 → 푸켓

18:00

22:40

OZ748

운항구간
부산 → 오키나와

푸켓 → 인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23:55 08:05[+1] ●
01:30

09:55

● ●

● ● ●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인천 ↔ 호놀룰루
항공사

항공사

편명
OZ170

KE001
KE054
KE002

인천 → 호놀룰루
호놀룰루 → 인천

출발

도착

21:20

10:45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7:40

09:30

● ● ● ● ● ● ●

12:55 17:50[+1]
11:10

19:55[+1]

OZ232

인천 → 호놀룰루

20:20

09:35

OZ231

호놀룰루 → 인천

11:50

17:10[+1]

HA460

인천 → 호놀룰루

22:00

11:50

HA459

호놀룰루 → 인천

14:30

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항공 KE001, KE002 노선은 도쿄(NRT)를 경유하여 운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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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알면 좋을

TOUR TIP

아이샵 창이(iSHOP CHANGI)

싱가폴항공을 이용하여 창이공항에서 스탑오버 또는 트랜짓을 할 때

바우처 수령하는 장소는?

바우처를 수령하자

한국에서 싱가폴항공을 이용할 경

창이공항에서 싱가폴항공을 이용해 스탑오버 혹은 레이오버 또는 트랜짓을 하

서 내리게 되며, 아이샵 창이(iSHOP

는 관광객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이 있는데 바로 창이공항에서 싱가폴달러 $20

CHANGI) 데스크를 찾으면 된다.

우에 보통 창이공항 터미널2(T2)에

창이공항 바우처(싱가폴달러 $20)

에 해당하는 창이공항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바우처는 싱가폴공항 내
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스탑오버(Stopover) 여정 중 중간지점에서 잠시 머무는 것, 즉, 단기 체류를 뜻한

바우처 수령에 필요한 것은?

다. 단, 항공에서의 스탑오버는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가는 항공편

여권과 다음에 이용할 항공의 보딩패스(항공 탑승권)를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이 없을 경우에 중간 경유지를 경유해서 가게 되는데 이 때 그저 경유지를 잠시 지나

보딩패스의 경우는 보통 인천공항에서 수속할 때 두 번째 즉 싱가폴공항에서
다음 목적지까지의 보딩패스도 함께 준다.

PP 카드(Priority Pass 카드)

쳐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이상 머물면서 구경하고 가는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24
시간미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은 보통 레이오버(Layover), 트랜짓(Transit)이라 부른다.

인터넷, 회의실과 같은 비즈니스 업무지원도 가능하다.
공항 라운지는 다음 3가지 경우에만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PP 카드(Priority Pass 카드)는

1. Priority Pass 카드를 소지한 사람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2. 항공 비즈니스석 이상을 이용한 사람

카드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독자

3. 항공사 마일리지 클럽 상위 멤버

적 공항 VIP 라운지 프로그램
인데 전세계 600여 개의 공항

하지만, Priority Pass 카드를 직접 발급하려면 별도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한다.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

비즈니스석은 비싸서 이용하는데 부담스럽고, 자주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항

는 프리패스카드와 같은 개념이다. 비행기 경유를 하거나 공항에 머무는 대기

공사 마일리지의 클럽 상위 멤버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PP 카드를

시간이 길 때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시간에 공항이 아닌 라운지에서 쉴 수

같이 지급해 주는 플래티넘 등급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있는 혜택이 있다. 전 세계의 100개 국가, 300여 개 도시의 600여 개 공항
VIP 라운지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이고 무료로 다과와 음료를 제공하고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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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정보 보기 https://www.prioritypass.com/ko/

자외선 5~6월이 가장 위험
자외선을 많이 쬐면 악성 흑색종이나 기저 세포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악성 흑색종은 주로 피부의 멜라닌 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이다. 또 다른 피부암인
기저 세포암은 표피 제일 아래에 있는 기저층이나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가 종양으
로 변형된 것이다. 이들 피부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외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 중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달은 언제일까? 7월이나 8월이 제일 더우니까 자외
선이 제일 심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상식과 달리 지난해 서울의 자외선 지수는 한
여름인 7·8월보다 5·6월이 더 높았다. 초여름부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상
학적으로 맑은 날이 많고, (절기상) 하지가 6월이라 일조량이 많기 때문이다.
야외 활동 때 많이 쓰는 선바이저의 자외선 지수를 측정해 봤다. 그림자가 제일 진
한 이마 쪽은 0, 턱으로 갈수록 수치는 올라간다. 자외선이 산란하거나 반사되기 때
문이다. 챙 넓은 모자도 마찬가지로 챙에서 멀어질수록 자외선 지수가 높다.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발라야 한다. 대체로 얼굴 부위는 비교적 두껍게 바르지만
귀와 목 부위는 제대로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색소 침착이나 기미·잡티 등이 생길 수 있고. 또 피부암이나 일광화상 같은 심한 염
증성 반응도 일으킬 수 있다. 또,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차단제의
화학적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한 뒤 사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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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DIVING DOCTOR

잠수의학

Q& A

Q 감압병?
이번에 필리핀에서 하루 3회씩 이틀간 하고, 마지막 날에 오전 2번 다이빙을 하고 보트 올
라왔을 시간이 12시였고요. 그날 밤 12시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별 문제 없다가 그날
밤에 목이 아팠어요. 와이프는 오늘 오전부터 목이 아프다고 하네요. 이것도 다이빙 때문에
문제일까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A 목 근육통
다이빙 후 비행기 타는 시간은 많이 빠르기는 했지만 어겼다고 해서 모두 감압병이 오는 것
은 아니고 비행기 내린 후 그날 저녁부터 아팠다면 감압병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목이란 것이 침을 삼킬 때 아픈 속목이 아픈 것인지, 바깥쪽 목근육 쪽이 아픈 것인지 확실
치 않습니다만 전자라면 여행 후유증(?)으로 오는 -피곤으로 인한- 인두염 혹은 편도선염
일 것 같습니다.

글 강영천
의학박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

약국 가면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가글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식후 잠자기 전 계속 가글
만 해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에 생긴 근육통이라면 조금 찝찝하지만 발현 시기로
봐서는 일반적인 근육통일 가망성이 더욱 틉니다. 두 분 서로 목 마사지하면서 오늘 하루 보
내보고 계속 불편하면 정형외과로 가서 물리치료라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

Q 검붉은 혈성 가래

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현재 이집트 다합에서 다이브마스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

최근에 한 3~4일간 다이빙하고 출수 후에 가래가 넘어와서 뱉으면 검붉은 피가래(죽은 피

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

같은 색상, 검은색에 가깝습니다)가 나옵니다. 코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에서 흘러내린 적

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
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의 의

은 없고요. 별 다른 통증은 없지만 팔꿈치 안쪽 접히는 부분에 두드러기 같은 작은 반점들
이 몇 개 생겼고 다이빙 중 약간 가슴이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있기 전에 다이빙 후 출수 시 낮은 수심(5m 이내)으로 올라올 때나 안전

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있

정지 후 출수(3m 이내)할 때 갑자기 머리가 쨍한 느낌의 두통과 이가 시린 느낌의 치통 그

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

리고 부비동? 코 옆에 부분이 아팠는데 원인을 찾다가 출수 시 낮은 수심에서 몸이 뜨지 않

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

으려고 들숨보다 날숨을 훨씬 길게 하는 호흡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웨이트 무게를 늘리고

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호흡을 편안하게 한 뒤에는 두통과 치통 통증은 사라졌습니다만 혹시 이게 출수 후 피가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연관이 있을까요? 현재 다합에 있어서 병원 상황도 좋지 않고 다이빙을 쉴 수가 없고 계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속해야 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우 그대로 게재합니다.

A 쉬는 것이 약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연락처 :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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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옆 부분이 아팠을 때 사이너스 압착 혹은 역압착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부비동 속에 생겼던 출혈은 며칠동안 조금씩 검은 색의 출혈을 보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아니다 싶으면 다이브마스터고 뭐고 무조건 쉬셔야겠습니다.

Q 골육종 치효 후 다이빙

잘 모르겠습니다.

골육종 치료 끝나지 6년은 지났는데 공기통으로 호흡을 하면 질소로 인해 뼈

한 가지 부언하자면 제주도 가서 다이빙 마치고 바로 한라산 등산은 피하는

에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이빙해도 괜찮은지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몸에도 부담스럽지만 주변압이 낮아져서(물론 개연성은
아주 부족하지만) 기포의 팽창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이빙 후

A 하셔도 됩니다

항공기 탑승을 걱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치료 끝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다이빙을 해도 됩니다. 질소가 뼈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무시하십시오. 완쾌를 축하드립니다.

Q 치아 마비
다이브마스터이지만 다이빙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

Q 손의 부종

주로 봉사활동 1년에 3~4회, 바다 1~2회 정도 구요. 5월에 삼척에 다이빙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다이버입니다. 처음 배울 때 바다 5m 정도에 다이빙을 했

다녀왔고요. 최대수심 17~20m 다이빙 후 이상 없었습니다.

을 때는 손이 괜찮았었는데 25m 이상 내려갔다 올라오니 손이 엄청 부었습

문제는 지금부터 3주 전에 5미터 풀장에서 다이빙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니 원상태로 돌아와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못한 통증, 이퀄라이징은 잘 되는데 갑자기 오른쪽 코에서 심한 통증이 왔습

그리고 두 번째 바다에 와서 다시 30m 정도 들어갔다 왔는데 다시 손이 부

니다. 전 마스크를 너무 꽉 조여서 그럴 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었습니다. 손 이외에는 다른 데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교육생 보조를 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다이빙 후 오른쪽에 심한 두통 어지

이거 다이빙을 해도 되는 건지요?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러움과 함께 이빨 오른쪽 위 두 번째 치아에 마비가 왔습니다. 이틀 동안 앓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누워 있었고요. 이비인후과를 가서 진단해보니 축농증과 비염으로 부비동
염이 왔다하면서 약물치료만 하면 괜찮다고 해서 처방약을 복용 후 두통은

A 감압병?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비된 치아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종도 감압병의 일종으로 봅니다. 다이빙의 결과로 임파관이 막혀서 오는

여태껏 다이빙 횟수를 볼 때 챔버치료를 하고 싶은데 박사님께 먼저 조언을

현상인데 큰 문제를 따로 일으키지는 않지만 혹 다른 감압병으로 이어질 수

구한 후 치료를 하든지 하고 싶습니다. 다이빙 후에 이런 증상이 온 것은 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PFO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명 다이빙 때문이니까요. 치아가 마비 온 게 너무 찜찜합니다.

Q 다이빙 후 운동/샤워

A 부비동 압착

평소 의문이 들었던 부분들을 다른 다이버님의 질문과 박사님의 답글에서 해

어떤 이유이건 사이너스 압착이 왔고 그 결과 치아의 뿌리가 상악동 속으로

결하게 되어서 늘 고마운 마음으로 게시판을 정독 중입니다. 얼마 전에야 박

돌출해 있는 경우 혹은 치아 자체의 압착으로 인한 내부 골절 등을 의심해

사님의 전화번호를 DAN으로 폰에 저장했습니다. 예전에 교육생 시절 강사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도 좋지만 치과에도 가셔서 방사선 촬영

이 해주던 말이 떠올라서 또 여쭤봅니다.

을 통해 현재 치아 상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님은 늘 다이빙 후 육상운동(런닝, 클라이밍)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
고 다이빙을 마치고 샤워도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이 좋다 하셨죠.

Q 두통과 메스꺼움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땐 막연히 몸 안의 질소배출에 좋겠

2015년 7월에 처음으로 다이빙하게 되었습니다. 초보인지라 감압정지 안전

거니 생각했었죠. 제 교육생들에게도 그런 거라고 말해줘야 한다면 보다 확

정지가 전혀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현재 3주 전부터 두통이 계속해서 생기고

실한 근거를 알고 싶어서요. 박사님의 의학적인 소견 부탁드립니다.

어지럽고 메스꺼움으로 곤란합니다. 처음에는 2014년 12월에 전정신경염을
앓은 터라 전정신염 때문인가 싶어 컨디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

A 버블의 문제

만히 생각해보니 다이빙할 때 감압정지 안전정지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듭

모든 다이빙 후에는 미량 혹은 다량의 질소 기포가 생성됩니다.

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감압병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혈류나 조직에 존재하는 이런 기포를 Silent
Bubble(무증상 기포-고요기포 etc)이라고 합니다. 다이빙 직후 더운 방에서

다이빙 로그상으로는

군불을 지피고 피곤한 몸을 쉬거나 혹은 뜨거운 물속에 담겨서 몸을 지지거

7월 5일

나 사우나에서 땀을 배출하다보면 실제 감압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을

1회 다이빙 21m, 12분 수직 상승(안전정지 못함)

수 있습니다. 신체의 중심체온(Core Temperature)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렇

2회 다이빙 20m, 15분 수직 상승(안전정지 못함)

게 되면 감압병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작은(silent) 기포가 커지면서 감압병

7월 19일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이즈나 양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회 다이빙 34.1m, 9분 수직 상승(안전정지 못함)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정도면(실제 37~38℃일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

2회 다이빙 36,m 11분 수직상승(안전정지 못함)

고 이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만 뜨

8월 2일

거운 온탕에 앉아서 땀에 흠뻑 젖을 만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것

1회 다이빙 24m, 14분 수직 상승(안전정지 못함)

이 좋습니다. 운동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만 이번에는 온도가 문제

2회 다이빙 33, 12분 수직 상승(안전정지 못함)

가 아니고 운동으로 인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질소

3회 다이빙 33m, 39분 감압 2분 안전정지 2분

배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인데 과연 나이와 상관없이

8월 15일

다이빙 후 축구를 하거나 100m 달리기를 할 정도의 체력이 가능한 것인지는

1회 다이빙 33m, 17분 수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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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다이빙 13, 18분 10m 3분 상승
3회 다이빙 10m, 33분 수직 상승(안전정지 못함)
너무 초보라 지금 현재 잔 투통이 지속되며 가금 어지러운 것처럼 앞이 제자
리에서 5바퀴 돌고나면 어지러운 것처럼 어지럽고 구토증상도 있습니다.

A 전정신경염?
8월 15일이 마지막 다이빙이었다면 두통이나 현기증이 비록 감압병에 의한 것
이었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고압산소 챔버 치료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 전의 프로필은 무시하고 8월 15일 것만 보자면 첫 다이빙 33미터에서 17
분이라면 무감압 한계를 초과한 프로필에 수직 상승을 한 것이 제일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 이후 다이빙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첫 다이
빙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혹 첫 다이빙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 이후 두
번의 다이빙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감압병이라면 8월 15일 다이빙을 마친 후 바로 ~6시간 이내 증상이 나타났
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12시간 혹은 최대 24시간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기는 해도 극히 드물게 봅니다.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면 감압병이라기보다
전정신경염 쪽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신경과가 같이 있는, 그리고 MRI와 청력검사실이 함께 있는 종합
병원으로 가서 이비인후과에서 1) 전정기능검사 2) 청력검사 3) 이관기능검사
등 검사를 받고 신경과 혹은 이비인후과에서 뇌 MRI 촬영을 해서 제 8 뇌신
경 종양 여부를 반드시 검사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지럼증과 두통에 관한
약을 드십시오. 현재 증상은 아무래도 내이쪽(전정신경염/내이염 등)이 아닐
까 싶습니다.

Q 귀에 멍한 증상
아무래도 귀가 좀 이상한듯해서 문의드립니다. 약 4개월 정도 전에 다이빙을
하면서 왼쪽 귀가 이퀄라이징이 잘 안되어 조금 과하게 이퀄라이징을 했었는
데 그때부터 귀 위쪽이 간질거리는 느낌이 있고 차를 타고 가다 조금의 기압
변화에도 왼쪽 귀가 멍합니다. 그러다 한 2달 정도 지나 괜찮은 듯했고 7월에
아닐라오에서 5일 정도 다이빙하면서도 별 문제 없었는데 한국에 들어와 며
칠 지나니 왼쪽 귀가 전보다 훨씬 많이 멍하고 간질거리는 느낌이 계속 왔습
니다.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 및 약을 처방받아 먹고 난 후 많이 멍하거
나 간질거리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기압변화를 느끼면 멍한 증상이 계속되고
귀 위가 간질거리는 느낌이 나네요…….
압력평형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다이빙이 좋습니다. 계속
하고 싶습니다.

A 검사 후 다시 상담
4개월 전에 중이에 압착이 와서 기압변화가 와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합니
다. 중이강 속에는 3개의 작은 뼈(이소골)이 고막-이소골-난원창을 잇는 구조
를 가지고 있고 이소골 끼리는 두 개의 관절로 연결됩니다.
압착이 심하게 오면 이소골 관절의 탈구도 가능하고(현재 그런 것 같지는 않
습니다만) 고막이나 정원창에 부착되는 부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간
혹 오랫동안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파티마병원 이상 수준)로 가서
1) 순음 청력검사 2) 임피던스 청력검사 3) 고막 내시경 촬영 사진
등을 검사한 후 결과지를 달라고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연락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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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몸살같은 증세

무시해도 될 듯합니다. 그러나 사천에서 겪은 증상은 완연한 감압병 증상

54년생으로서 다이빙 경력은 25년 정도 되는 ***강사입니다.

이 맞고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3~4일이 경과했지만

몇 가지 증세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챔버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하고 챔버치료는 가급적 빠른

작년에 필리핀에 다이빙을 갔다가 오전에 2회 다이빙을 하고 점심 식사를

시일 내에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하고 쉬었데 갑자기 눈앞에 세상이 오른쪽으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벽에

현재 서울에서 가까운 병원은 강릉에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챔버가 설치

기대여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더니 다시 이번엔 왼쪽으로 돈 적이 있습니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증세가 심하면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다. 그때는 호텔에서 누워 한숨자고 휴식을 취했더니 다시 증세가 없어서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계속 다이빙했습니다. 귀국해서 병원에 가서 문의했더니 원인을 모르겠다
고 합니다. 특별히 증세가 없으니 괜찮다고 해서 이때까지 그냥 있었네요,

Q 감압병 의심

전에나 그 후로는 증세가 없네요.

자주 다니는 카페에서 예전에 있었던 감압병 의심증세 글을 올렸다가 박

그런데 올해 9월 2일 강릉 사천에 가서 1회 다이빙 후 날씨가 안 좋아 쉬

사님을 추천받아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석달 전 필리핀에서 3일간 총 9

고 3일 오전에 20분 동안 수심 20m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회 다이빙 진행 후, 한국 귀국 후에 평소보다 심한 피곤함과 다리 부분

2회째 다이빙을 하고 나오다 파트너 때문에 안전감압을 못하고 수면으로

붉은 반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펀다이빙이었고, 급상승 등의 특이

나왔네요. 급상승은 아니고요. 헌데 배 위에 올라오니 갑자기 허리가 묵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근하게 아프고 몸살이 걸린 듯이 아파왔습니다. 수면에 나와서 쉬고 있

총 9회 중 최대수심은 37m 가량, 약 3분 내외 머무른 적이 2회 있었고

는데 하체와 허벅지가 무엇에 꼭 압박을 받다가 피가 도는 느낌이 왔습니

나머지 다이빙은 모두 30m 이내, 20m 부근에서 진행했습니다. 컴퓨터상

다. 슈트를 벗는데도 꼭 몸살 걸린 듯이 아프기에 누워서 쉬고 있었더니

데코 뜬 적은 없었지만, 아직 초보 수준이어서 1m 이내의 오르내림은 수

증세가 가라않아서 샤워실에서 세수를 하니 갑자기 귀에 물이 들어 찬

시로 있었습니다. 모든 다이빙에서 안전정지 5분가량 모두 지켰습니다. 다

듯한 느낌입니다. 서울에 올라와 이비인후과를 가니 압력 차이로 인한 증

이빙 시간은 회당 40~60분으로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세라며 항생제와 치료를 겸해 하고 있는데 계속 귀에서 물이 흐르는 소

출국 전날 마지막 다이빙(오후 3시경 마무리) 후 저녁에 맥주를 몇 병 마

리, 울림이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선 몸에 나타난 증

시긴 했지만, 평소 주량 대비 많지 않은 양이었고 다음날 출국(오후 5시

세는 다 없어졌습니다.

경) 전까지 숙소에서 충분히 잠을 자고 귀국했습니다. 증상은 말씀드린

위와 같은 증세가 잠수병인지요, 잠수병이면 잠수한 지 3일째인데 주말에

대로 1) 평소보다 심한 피곤증과 2) 다리 부분의 붉은 반점(귀국 후 하루

챔버가 있는 삼천포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요. 아님 며칠 지나서 질소

정도 지나 발생)이었습니다. 반점은 이삼일 후에 가라앉았고 피곤함도 일

가 빠져 나갔는지요. 귀에 증세도 챔버에 들어가면 나아질는지 궁금해서

주일 정도 후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최근 업무량이 많아져 일종의

길게 문의드립니다. 챔버가 있는 병원들은 주말에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

만성피로입니다.)

을까요.

현재는 평소 수준의 피곤함 정도 외에 손목 통증이 있으나 이는 약 한달
전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지난번 다이빙 한달 전에

A 경미한 감압병 증세

도 원인이 운동으로 의심되는 손목 통증이 있었습니다.(병원 검사 결과

필리핀에서 겪은 증상도 사실은 뇌 혹은 내이에 발생한 경미한 감압병

염증이나 기타 증상은 없어 간단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완치되었습

증세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지만 워낙 많은 세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니다.) 증상이 확실하지 않고 오래되어 말이나 글로는 진단하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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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감압병이 의심된다면 다음 주 다이빙 여행 전에 직

17일

접 진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고견 여쭙습니다.

1회 다이빙 27.1m, 35분
2회 다이빙 20.4m, 20분

A 감압병 증상

3회 다이빙 25.6m, 43분

(심한) 운동 뒤에 바로 손목이 아프면 운동에 의해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18일

평소 손목을 많이 쓰는데 - 다이빙 후 그 손목이 아프다면 그건 감압병

1회 다이빙 21m, 37분

이 맞습니다. 평소보다 매우 피곤함도 그렇고 피부발진도 그렇고 모두 감

2회 다이빙 20m, 39분

압병 증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2주 지나면 증상은 없어질 수

3회 다이빙 26m, 39분

있겠지만 왜 감압병이 왔는지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예방을 하시는 것이

일단 다이빙컴퓨터상에 맞춰 하강, 상승, 안정정지 모두 이루어졌고요.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다이빙에서 조류를 만나 약간 과호흡이 있었습니다.

Q 한쪽 압력평형 장애

A 감압병!

지난 달 오픈워터 수료 후 이번에 펀다이빙을 했습니다.

다이빙 프로필이 실제 무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열대지방에서

오픈워터 과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른쪽만 이퀄라이징이 되지 않으면

다이빙했다면 최고 수심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얕은 물 쪽으로 상승해

서 오른쪽 귀만 계속 아프다가 잠시 뒤 풀리고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도

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있었든 것이 아닐 수가 있습

그냥 상태에서 이퀄라이징을 해보면 한쪽은 쉽게 되는 느낌이 나는데 오

니다. 다이빙을 마치고 항공기 탑승을 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

른쪽만 공기가 안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해외에서 펀다이빙 때에도

다. 적어주신 내용은 완영한 감압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챔

오른쪽이 이퀄라이징이 안 되면서 깊이 들어가면 아픈 느낌을 받다가 잠

버치료를 받기를 권합니다. 미룰수록 손해가 날 수 있는 것이 감압병 치

시 뒤에 괜찮아졌습니다. 다이빙 1, 2회 때 같은 증상이고, 오른쪽 귀는

료이기 때문입니다.

끝나도 멍멍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다음날 3회 다이빙 때는 오른쪽 코에서 멍게살(?) 같은 노란색 물질과 물
이 나왔습니다. 한국 돌아와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귓속을 보더니 귀는
이상이 없다고 며칠 지나면 뚫릴 거라 했습니다.
이후 한쪽 귀가 한 4일 정도 멍멍하다가 뚫렸습니다. 헌데 오늘 또 귀 근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육 같고 장난치다가(턱을 왔다갔다) 같은 오른쪽 부위에 막힌 느낌이 듭
니다. 계속 신경이 쓰여서 다이빙을 계속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A 검사 필요
압력평형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다이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압력평형을 하다보면 뇌압이 증가해서 청
력의 영구 손상도 일어날 수 있고 압착으로 인해 중이강 속에 삼출물이
차서 귀가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1) 부비동 방사선 촬영
2) 고막 내시경 검사(촬영)
3) 순음 청력 검사 및
4) 임피던스 청력검사를 해서
그 결과지를 받아(혹은 촬영해서) 보내주면 보다 상세한 조언이 가능하겠
습니다.

Q 감압병?
7월 중순 총 6회 다이빙 후 별다른 문제없이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다음날부터 머리에 두통과 압통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3일 후부터는 몸살처럼 저
림현상과 함께 팔과 허리, 다리에 신경통처럼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두통과 눈 부위의 압통이 별다른 차도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8월 1일)부터는 머리에서 열감이 안 가라앉는
데요. 손은 이제 저림현상과 함께 건드리면 통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이빙 로그상으로는
150 |

■

한국 다이버 긴급 상담전화
Tel. 010-4500-9113(강영천 박사)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 강릉 아산병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33-610-3114, http://www.gnah.co.kr/
■ 홍성의료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41-630-0114, http://www.hsmc.or.kr/
■ 통영 세계로병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55-648-8275
http://www.francishosp.co.kr/web/
■ 사천 삼천포서울병 /고압산소치료실
Tel : 055-835-9900, http://www.3004sh.com/
■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고압산소치료실
Tel: 033-741-1640
http://www.ywmc.or.kr/web/www/home
■ 대구 광개토병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53-565-1190, http://www.burn119.com/
■ 제주의료원/고압산소 치료실
Tel : 064-720-2222, http://www.jejumed.com/
■ 서귀포의료원/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30-2222, http://www.jjsmc.or.kr/

Redang (Malaysia)
Redang Island(Malay : Pulau Redang) is an island in Terengganu, Malaysia.
It is one of the largest islands off the east coast of Peninsular Malaysia. It is famous for
its crystal clear waters and white sandy beaches. It is one of nine islands, which form a
marine sanctuary park offering snorkeling and diving opportunities for tourists.

Redang
Kuala Terengganu

Coral Redang Island Resort
http://coralredang.com.my

Malaysia

Kuala Lumpur

The Diver's Den 5-Star PADI Dive Center
http://diversden.com.my

Singapore

The Diver’s Den
5 Star PADI Dive Center – Pulau Redang
르당섬의 대부분 다이빙사이트가
돌산호나 연산호의 군락으로 덮여 있고,
주변에는 물고기의 무리들이 장관을 이룬다.
이곳은 바다거북의 산란지로 바다거북의 천국이다.
르당섬은 조용하고 환경이 깨끗하며 그림같은 비치에
리조트가 위치해 있다. 이런 환상적인 분위기에 비해
리조트나 다이빙 비용이 저렴하다.
이곳은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수중사진가가
다이빙샵을 운영하고 있어 수중사진을 위한
특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이빙샵은 3월 말경부터 10월 초까지 영업한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다이빙 여행지

Redang Islands in Malaysia

The Diver's Den 5-Star PADI Dive Center
http://diversden.com.my

DIVING MEDICINE

DAN AP
이야기

Asia Pacific

서론
내가 처음 DAN과 접하게 된 것은 1994년경 PADI 강사가 되고 당시 PADI 코스
디렉터였던 송호진 씨가 DAN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DAN 강사 교육을 할 때
였다. 1999년 미국 켈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호텔에서 진행된 PADI 코스디렉
터 훈련과정(CDTC)에 참가한 후 마지막 이틀 동안 DAN Instructor Trainer 과
정이 옵션으로 제공되어 추가 경비를 내고 교육에 참가했다. 그 이후 아주 조
금씩 DAN 산소 공급자 교육과 CPR 교육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희망자들에게
만 제공한 교육이었고, 그 당시 나는 다른 스쿠바다이빙 교육기관의 강사훈련
관/평가관을 하였기에 DAN 교육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2005년 가을쯤 DAN Asia Pacific에서 한국에 관심 있는 의사분들에게 잠수
의학 세미나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호주 로얄 알데레이드 병원의 왓킨슨 박사
가(호주 Hotline 운영자) 교육을 진행하였고 당시 8명의 다이버 의사들이 참
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후 내가 개인적으로 다이버 상담을 해온 전화
번호를 DAN AP에 등록하면서 DAN-Sponsored Korean Hotline으로 등록되
었다. 당시 새로운 semi-smart폰으로 전화를 바꾸는데 DAN AP가 지원해 준
기억이 있다.
한해 두 해 지나갈수록 Hotline은 상담자 수가 늘어나 바빠지게 되면서 가
끔 힘에 부치는 느낌도 들었다. 연말이면 DAN AP는 개인적으로 구할 수 없
는 데이터인 한국 다이빙 사망사고나 챔버시설의 치료실적 같은 것을 Hotline
Report와 함께 요구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다가 DAN AP에서
더 이상 스폰서를 받지 않게 되어 DAN-sponsored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개
인자격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DAN AP도 DAN-sponsored라는 문구
를 삭제하고 스티커에는 한국 Hotline으로 소개하고 있었다(2018년 4월 현재
055-549-0912가 공식적인 DAN AP 한국 긴급전화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3년 4월경 이런 저런 이유로 full-time 닥터 노릇을 그만해야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더 늦기 전에 한국에도 모임이
나 기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1. 다이빙 상담전화
2. 다이빙 사고 현장 및 통계 처리를 통해 다이빙 사고를 줄이는 활동
3. 다이버가 다이버를 돕는 활동
4. 다이버와 다이빙하는 의사 및 의료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어주는 활동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다이버가 해외로 다이빙을 나가고 있고, 모든 활동
이 Global Activity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냈다. 한국 내에서만 활동하는 기관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다
시 DAN과 서로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DAN
AP에 타진하게 되었다.
지금도 DAN AP를 운영하고 있는 John Lipmann 씨는 한국에 세 번 정도 다

글 강영천
이비인후과 전문의, 의학박사
DAN Asia Pacific 한국 담당관
SSI Korea 교육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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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갔고,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왔다. 한국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고
민하는 나의 의도와 의중을 이해하고 2013년 10월 11~19일 일정으로 호주 멜
버른을 방문했고, 그 다음 해부터 약 2년간 DAN AP를 운영하기로 한 Chris
Wachholz(국적은 미국)와 함께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여행과 회담에서 느낀 점은 DAN은 내가 막연히 알고 있던 비영리 사

일도 다 지원해주어야 하는 부담도 새롭게 발생할 것 같았다.

단법인이 아니라 수입의 대부분을 회원들이 내주는 Membership Fee(회비)

그러다 2014년 3월 Mares 장비회사가 한국 SSI 다이빙 교육기관을 인수하

였고, 교육이나 보험판매로 생기는 수입은 아주 작았다. 한국 실정과는 다

면서 나를 한국 SSI 교육담당관으로 초빙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직책을 수

른 점이 있지만 회비/보험료 200~300불 정도를 받아 운영하고 있어, 태국

락하게 되었다. 그 이후 3년간 새롭게 출간된 SSI 교재 20여 권을 번역하고

같은 나라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다이버 감압병 챔버치료는 1회에 3,000불

새로운 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 매년 두 차례 강사 트레이너 교육을 진행하

이상 비용이 들고, 아주 먼 곳에서 생긴 사고로 헬기 후송까지 주선하면 수

느라 DAN 한국담당관이라는 업무를 계속할 수 없었다. DAN AP에도 그런

만 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이버가 다이버를 돕는 가교 역할만

내용을 통보하고 긴급전화도 한국담당관이란 직책도 모두 반납하였다. 그

하고 있는 듯했다.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육자료를 한글로 번역하고, 보험 가입자에 대

그곳에서 호주 소방대원인 데이비드 나톨리 씨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보조 업무 등을 하고 DAN 강사와 강사 훈련관 교육을 진행하거나 협

받았던 기억이 제일 인상적으로 남았다. 내가 의사이고 심폐소생술 교육

조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직책이나 긴급전화 운영이나 DAN 업무를 보지

단체 여러 곳의 강사훈련관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DAN 방

는 않는다.

식의 교육체계를 아주 성의있게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직책이

DAN은 198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듀크(Duke) 대학의 마취

나 긴급전화 운영이나 DAN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고 단지 Korean Co-

과 의사이면서 고압산소 챔버 운영자였던 Dr. Peter Bennett이 자신의 진

ordinator였다. 주로 늘 해오던 DAN 후원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

료실 책상 위에 전화기 한 대 준비해서 다이버를 위한 24시간 긴급전화

었다. 또한 자료 수집과 보험가입 희망자에 대한 보조 등을 반드시 해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지금도 DAN은 다이버 긴급전화(Diver

한다고 계약서에 꽤 복잡하게 적혀있었는데 Co-ordinator에게 금전적인

Hotline) 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간주하고 단 한 건의 다이버 상담전

보조를 해준다는 말은 없었다.

화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상담전화야 늘 해오던 일이라 부담이 적지만 DAN 이름으로 상담을 하게

그 이후 DAN은 업무를 다이빙 사고 통계, 다이버를 위한 산소 공급이나 심

되면 자료 수집과 보험가입 희망자에 대한 보조 등을 해야 하는 부담이 많

폐소생술 등의 교육, 질병과 다이빙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 등으로

아 더욱 신경 쓰면서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았다. 거기 보태어 DAN 회원

영역을 넓혀 나갔다. 이런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나 보험 가입자가 이 상담전화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멤버십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다이버들이 자발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주면

까 싶어 걱정이 앞섰다.

서 기부하는 회비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DAN은 점차 활동 영역을 전 세

상담전화는 단순히 자원봉사로 상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의

계로 확대되면서 현재 전 세계의 DAN 회원의 수는 450,000명 정도 된다

견을 제시하면 전화 주시는 분들의 불편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고 알고 있다.

생각에 뿌듯하고 상담자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DAN

DAN Asia Pacific은 1984년 John Lipmann 씨가 창설했고 처음 명칭은

은 다이버가 챔버에 가야 할 것인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인지 판단해서

DAN SEAP(South East Asia Pacific)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DAN Asia

DAN 본부에 연락하고 DAN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후송과 챔버 치료를

Pacific으로 간략하게 줄였다. DAN 사무실은 현재 DAN America, DAN

주선해야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또한 DAN 회원이나 보험가입자 분들

Asia Pacific, DAN Japan, DAN South Africa, DAN Europe 등 5개가 있

의 경우 챔버에 연락해주고 챔버와 본인에게 확인전화도 해야 하고, 사소한

고 한국은 DAN Asia Pacific의 도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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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이빙 사고 및 사망 사고 통계 분석 발표

1. 24시간 무료 긴급 상담 전화 서비스

DAN은 해당 지역의 통계를 본부에서 모아 매년 감압 질환 발생 빈도, 치

DAN이 가장 중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24시간 무료 긴급 상담 전화

료 내용, 사망사고 및 긴급전화 상담 횟수를 통계 처리해서 다이빙 산업에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모든 다이버에게 제공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네

발표하고 있다. 1980년부터 정리된 일목요연한 통계를 통해 향후 보다 안

트워크를 형성해서 다이빙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현장에서 가장

전한 다이빙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까운 고압산소 챔버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 잠수 의학 연구 프로젝트
2. DAN 교육

DAN은 다이빙 교육계나 다이빙 전체 산업에 질병과 관련된 다이빙 가능

현재 DAN이 제공하는 교육은

성 여부 등을 연구하고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다이빙 후 항공기 탑승 지

1) 산소 공급자(DAN Oxygen Provider)

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조사활동의 예로 ‘다이빙과 당뇨병’은

2) CPR

전 세계 DAN이 공동으로 폭넓은 연구 조사가 있었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3) First Aid

4)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당뇨환자도 치료를 통해 혈당이 조절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

5) 해로운 해양생물에 다쳤을 때 응급처치

라면 다이빙 활동 역시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이빙 후

6) 5분 신경검사법(감압질환 시 다이버를 진찰하고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비행기 탑승(혹은 고지대 여행)에 관한 최신 지침으로는 다음과 같다.

7) 다이버를 위한 잠수 의학 레벨 1&2

1) 1회 다이빙 후 12시간 수면 휴식을 취해야 한다.
2) 2회 이상 혹은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의 다이빙을 한 경우 18시간 이상

등이 있고, 산소 심폐소생술 AED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해서는 강사 및 강

3)	감압을 요하는 다이빙을 한 경우 18시간보다 훨씬 길게 수면 휴식을 취

사 훈련관 교육을 제공한다. DAN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

한 후 항공기에 탑승할 것을 권유하고 있었는데, 이 지침은 모든 교육

에 교재대금이나 교육비 등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기관이나 다이빙 산업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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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경우 DAN AP와 경기도 부천 심장전문 세종병원과 협력하여 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외국에 비해 치료비가 상당히 저렴한 것이 사실이지

난 4년간 다이버들의 큰 관심사인 PFO(Patent Foramen Ovale : 심장 원

만 후유 장애나 그보다 더 나쁜 상태에 대한 보험 적용은 적어도 현재 시

형와 개존증)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필요로 하는 경우

점에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버 보험은 DAN 보험 외 DiveAssure

일반적인 신체검사를 포함하여 PFO가 실제 인구에서 25~30% 나타나

보험 정도가 전부이다.

는지 다이버가 PFO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PFO

비록 현재는 공식적인 DAN 긴급전화는 아니지만 내가 받고 있는 수많은

를 가진 다이버가 감압질환에 더 잘 노출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상담전화 중에 해외에서 걸려오는 경우도 많고,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

하고자 준비 중인데 – 이런 연구 활동이 DAN이 후원하는 대표적인 예

아 등의 경우 챔버치료에 들어가는 경비가 어마어마하고 많은 경우 치료

로 들 수 있다.

비가 무서워 치료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귀국 비행기
에 몸을 싣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

5. DAN 다이버 보험

는 개연성이 충분해 다이빙보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DAN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그 활동의 일환으로 다이
버 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영리 회사?). 회

6. 이외

원 자격만 있는 경우에도 다이빙 사고나 질병에 노출된 경우 병원 시설까

상기한 활동 이외에서 DAN AP은 계간지인 Alert Diver 잡지를 발간하고

지의 후송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멤버 가입자이면서 보험 가입자

있고, 수많은 다이버 안전 관련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다

의 경우 세 가지 등급을 두고 치료비나 후유 장애 및 사망 시 보험금을 지

이빙 및 다이빙 안전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급하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 감압병 치료를 받는 경우 한국 의료보험의

바와 같이 DAN과 계약을 맺은 챔버시설에 대한 테크니션의 교육이나 의
사의 해외 견학 및 유학 주선과 챔버 자체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는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DAN은 다이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산소
공급 유닛, 소생마스크, 응급처치 키트, DAN 로고가 들어간 의복 등을 판
매하고 있고, 응급처치 CPR 관련 서적의 발간하여 판매하고 있다.

7. 한국에서의 DAN 서비스
내가 DAN AP와 공식적인 긴급전화 서비스를 중단한 후 현재도 해군 병
원이라고 알고 있는 055-549-0912의 담당의사가 공식적인 DAN AP 한
국 다이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다이빙계
원로 중 한 분이 DAN Korea를 설립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성사가 된다면 다이버들이 보다 많은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DAN은 나라별 지부를 내는 것을 DAN Japan 이후로 진행하지 않고 있어
서 과연 성사가 될지 의문이다.

결어
나는 1984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면서 다이빙을 시작해 2018년 여름이
면 다이버나이가 만 34년이 된다. 지금까지 약 2,800회의 다이빙 로그 기
록을 하였고 굴지의 다이빙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많은 교육과 다이빙 활
동을 해왔다. 진정 다이빙을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받은 다이빙 교육이 많
이 부족했고 이후 다이빙에 대해 공부가 게을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
이빙 공부에 증진하고 교육에 열의를 보이게 되었다.
지금도 주위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다이빙 교육과 황당한 다이빙 사
고가 발생한 것을 접하게 될 때마다 다이버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 이제 얼마 동안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편안한 나
이가 되면서 DAN과 함께 그리고 DAN과 무관하게 마지막 열정을 다이빙
과 다이버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쏟아보려고 한다. 함께 노력하여 작은 힘
이나마 다이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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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스킨스쿠버 불법행위 집중단속
수산물 불법 포획 채취 등 스킨스쿠버 불법행위 10월까지 단속키로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해양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4
월부터 10월까지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 불법행위에 대
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포획·채취 △양식장 등에 침입
하여 수산물을 절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기간 해경
은 단속반을 편성, 항포구와 마을어장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활
동 및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양식장 절도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속초해경 담당구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다가 15명이 사고로 숨졌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의 마을어장 침범과 무분별한 어패
류 채취가 반복되고 있고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불감증으로 지속적인 사고
로 인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유명한 스쿠바다이빙 여행지

필리핀 보라카이 환경 정화 위해 6개월간 폐쇄
필리핀 유명한 스쿠바다이빙 여행지인 보라카이섬이 환경 정화를 위해 4월
26일부터 6개월간 전면 폐쇄된다. 4월 5일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
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환경자원부, 관광부, 내
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리 로케 대통
령이 대변인이 밝혔다.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라카이 섬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속한 환경정화를 위해 전면
폐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월 열악한 하수시설 등을 이유로 보라카이섬을 시
궁창이라고 비판하며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다. 필리핀 정부는 이미 보라카이섬에 있는 환경유해 시설 100개가량에 철거
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당국은 또 보라카이섬의 환경오염과 관련해 지방
정부 관리들의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필리핀 정부가 보라카이섬 폐쇄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국적사 중에 인천~보
라카이(칼리보) 노선을 운영했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와 에어서울도 노
선 운항을 중단키로 했다.
진에어의 경우 오는 4월 26일부터 해당 노선을 운휴키로 했다. 진에어 측은
“필리핀 정부가 이달 4월 26일부터 섬 폐쇄를 결정하면서 이날부터 보라카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예약 고객들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가 이뤄
질 것”이라고 전했다. 에어서울은 앞서 필리핀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보라카이
해변을 6개월간 일시 폐쇄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오는 4월 26일~6월 30일
까지 잠정 운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6개월 폐쇄 방침이 발표된 만큼 보
라카이 행 항공편 운휴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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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람소리 스쿠바&펜션

네이버 카페에서 바람소리 스쿠바 검색

http://cafe.naver.com/baramsorii
•완전 리모델링으로
새로 단장한 호텔식 룸과 화장실
•천정식 냉난방으로 쾌적한 환경
•전 일정 식사 제공, 공항 픽업 가능
•넓은 잔디밭에서 제공되는 바베큐 파티
•보팅 위주의 편안한 체험 다이빙 및 펀 다이빙
•다이빙 교육
•나이트록스 및 트라이믹스 등
테크니컬 다이빙 완벽 지원
(더블탱크, 데코탱크 대여)
•스쿠터 교육 및 대여(최신형 스쿠터 8대 완비)
•수중사진 촬영 및 교육

연락처 010-7425-9088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The Dept. of Marine Commercial Diving
해양산업기술개발인력 1%, ‘바다에서 미래를, 바닷속 해결사’
- 산업잠수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잠수 및 스쿠버잠수 기술,
해난 구조 및 응급처치, 일반 해양 산업 및 수중토목 기술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이론 및 실기를 통해 익혀 산업잠수 및
해양레저 전문 기술인을 양성
- 수영장, 잠수 풀장, 태종대 감지 해변, 기타 잠수 현장 등
교외수업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수중 구조물 및 선박하부 상태 촬영 및 조사하여 파손된
부위의 수리 및 교체 인력 양성
- 수중측량, 해양기술개발, 수산 광물자원 개발 등의 해양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
- 해양 레저 산업, 잠수장비 제조 및 필드 테스터,
스쿠버 리조트 관련 기술 인력 양성
- 수상안전, 아쿠아리스트, 응급처치,
인명구조 관련 수상안전 인명구조 전문가 양성
- 해난구조, 수중토목, 수중 구조물 설치,
선박 접안 시설, 항만 준설 및 암파쇄 등의
수중 시설 시공 분야 전문가 양성

•학과장 심경보 교수
051-540-3775, 010-9313-9029
•학과 사무실
051-540-3869

DIVING
INSIDE

북태평양 거대 해양 쓰레기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한반도 면적의 7배(약 155만㎢)
북태평양 하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사이에 퍼져 있는 ‘거대 쓰레기

고 있다”면서 “전체 생태계의 영향을 가늠할 수 없지만, 해양 쓰레기는

섬(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의 규모가 점점 커져 약 155만㎢

크든 작든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기관은 북태

에 달한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가 3월22일(현지시간) 독립연구기관 자

평양 쓰레기 섬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연 상태에서 최소 30년 이상 남

료를 인용해 전했다.

아있을 수 있으며 성분에 따라 한 세기 이상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도

이는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넓이다. 처음 예상보다 16배나 큰 것

있다고 관측했다.

이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더오션클린업파운데이션(The Ocean Cleanup
Foundation / https://www.theoceancleanup.com/)의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 널려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게는 약 7만9천t에 달한다. 개
수로는 1조8천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에 떠있는 상태다.
이 기관의 로런트 레브레톤 수석연구원은 “이곳에 모여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점보제트기 500대를 꽉 채워도 모자란다”고 말했다. 북태평
양 쓰레기 섬은 1990년대 초반 처음 발견됐으며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
로 북미와 중남미, 아시아에서 흘러온 쓰레기가 모이는 지역이다. 이 기
관에는 6개 대학 연구팀과 항공센서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줄리아
레이서 연구원은 USA투데이에 “우리가 마주친 엄청난 양의 쓰레기에도
놀랐지만 그 크기에도 놀랐다”면서 “예상과는 달리 작은 파편이 아니라
제법 큰 크기의 플라스틱이 널려 있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0.5∼0.05
㎝ 크기의 마이크로 플라스틱 입자는 쓰레기 개수의 94%를 차지하지만
전체 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태평양 전역에는 북태평
양 거대 쓰레기섬 외에도 5곳의 해양 쓰레기 밀집 지역이 있다고 이 연
구원은 말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거북이나 해양 조류의 생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마이크로 플라스틱 입자는 군집 어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 기관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먹이사슬 속으로 파고들

북태평양에 떠다니는
거대한 해양 쓰레기섬의 위치
사진출처 :
오션클린업파운데이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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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 갈레라 + 베르데섬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단 한분의 다이버라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최신의 나이트록스 다이빙 시스템

+63 (0)928 719 1730
인터넷전화 070 7563 1730
www.paradise-dive.net / diver_ricky@hotmail.net
Paradise Dive, Sabang Beach,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48길 25, B1(성내동)

•체계적인 다이빙 교육 •TDI/SDI 강사교육
•무선 인터넷 사용 •모든 객실이 비치뷰
•파라다이스처럼 환상적인 다이빙 안내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 제공

DIVING
INSIDE

호주 대보초의 산호가 폭염 탓으로 절반이 죽었다
기후변화 재앙으로 재작년 30%, 작년 20% 백화, 생존한 산호초 회복시키려면 온실가스 잡아야
세계자연유산인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대보초)의 산호가 폭염 때문에 급격

보고 있다.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 백화현상은 산호에 색상과 에너지를

히 백화(폐사)해 복원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지

제공하는 작은 조류(藻類·algae)가 열 때문에 떠나거나 죽을 때 나타난다. 조

등이 4월18일(현지시간) 자로 보도했다.

류가 돌아오지 않으면 산호는 회복될 수 없으며, 산호가 죽은 지역에서 새 산

호주연구협회(ARC) 소속 대보초연구센터의 테리 휴스(Terry Hughes, 제임스

호들이 성장하려면 최소 10~15년이 필요하다.

쿡대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산호초가 열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산호의

연구팀은 전체 길이가 2천300㎞에 이르는 대보초를 따라 폭염이 산호에 영향

백화현상을 조사한 논문을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지에 게재했다. 논문에 따

을 미친 위치를 파악했으며, 산호초가 소멸된 지역은 폭염이 가장 심각했던 곳

르면 2016년 한 해에만 대보초의 산호가 무려 30％가 죽었다. 휴스 교수는 이

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대보초를 이루는 3천863개의

듬해 또 다른 폭염이 찾아왔을 때에도 대략 20％의 산호가 죽었다고 밝혔다.

암초 중 29%가 3분의 2 혹은 그 이상의 산호초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보초 일대에서 기록된 산호 소멸의 범위와 그 심각성 때문에 연구자들은 충

과학자들은 호주 대보초의 백화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밀접한 영

격에 빠졌다. 논문은 대보초의 이 같은 변화를 전례 없고 급격하며 재앙적인

향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휴스 교수는 “아직도 산호초 수십억 개가 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휴스 교수는 2016년 해양 폭염이 산호초의 5∼10%를

아있고 이들은 이미 죽은 개체들보다 평균적으로 강하다”며 “생존자들이 회복

소멸시킨 과거 백화현상 사건 때보다 훨씬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도록 도와 반이 찬 잔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 대보초가

폭염으로 인해 산호초가 백화가 되어도 온도가 떨어지면 천천히 색깔을 되찾

기후변화 때문에 위협을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매우 빨리 온실가스 배

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죽는다고 한다.

출에 대처한다면 운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결과로 “살아남은

연구팀은 대보초 북부의 물이 얕은 서식지에서는 산호 절반이 사라진 것으로

산호초의 회복을 도우면서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죽은 산호 모습

호주 대보초의 산호초 백화 현상 연구 결과

출처 : 테리 휴스 교수 트위터

테리 휴스 Terry Hughes
호
 주연구협회(ARC)
산호초연구센터장
건강한 산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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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크로(Macro) 기능
요즘 드루킹의 여론 조작 사건으로 매스컴에서 연일 시끄럽다. 여기 나오는 사

하는 작업인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검색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

건의 여론 조작에 사용되는 도구가 매크로(Macro)이다. 이 매크로가 무엇인지

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클릭 작업, 이런 작업을 사람과 비교도 안 되게

알아보자.

빠른 속도로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것이다. 보통 블로그 상위 노출이나 혹은
검색창에 나오는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를 만든다거나 혹은 카페에 댓글

매크로는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의 용어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을 단다거나 혹은 지식인에 질문, 답변을 단다거나 이런 경우에 매크로를 많이

일련의 명령어를 반복하여 자주 사용할 때, 개개의 명령어를 일일이 사용하지

사용하게 된다.

않아도 되도록 하나의 키 입력으로 원하는 명령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된 프로

만약 어떤 기사를 검색어 1위에 올리고 싶으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검

그램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작자가 매번 명령

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매크로를 이용하면 기계가 알아서 수만 번 이 기사를 빛

을 입력해 주지 않고 특정한 매크로 기능을 가진 키를 눌러 줌으로써 자동적으로

의 속도로 반복적으로 검색을 해 주는 것이다. 물론 업종마다 좀 다를 수는 있

일이 수행하게 한다. 매크로는 단순한 문자열 치환으로서, 프로그램 속에서 같은

지만 댓글 작업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장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하게 된다. 그

의미로 사용되는 동일한 문자열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래서 단어들을 수십 개나 수백 개를 맞춰놓고 이것을 이제 조합을 해서 또 문구

요즘 매크로의 의미는 포털사이트에서 추천수, 좋아요 수, 싫어요 수 조작할 때

많이 달게 되는 것이다.

를 만들어서 뜻은 비슷하지만 표현을 다르게 하는 문장들을 통해서 댓글들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사용된다.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마케팅

그러니까 추천, 비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 싫어요만 하는 게 아니라 댓글

을 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다고 한다. 매크로는 매출을 높이려고 순위를 조작하

도 그 조합에 의해서 심지어 조금씩 다르게 다 달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는 20

거나 자동완성, 검색어, 댓글 달기에 쓰이고, 해킹ID, IP, 매크로 조합해서 어뷰징

대라고 해 놓고 뒤에는 뭘 구매를 했다고 해 놓고 뒤에는 또 다른 단어로 해서

(Abusing) 마케팅에도 이용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장들을, 수백 개의 단어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문장들이 나타

매크로는 보통 마우스의 움직임이나 혹은 클릭 등을 기억을 해서 빠르게 반복

난다. 그것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짧은 시간에 댓글을 달 수가 있다.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물질의 위협!

오염의 습격
최근에 가습기 피해로 어린생명들의 귀한 목숨이 희생된 후 각종 생활화학 물질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위협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에서
는 특집으로 오염과 관련된 기사와 GMO 식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사드논란이 일면서 전자방사선의 심각성도 대두되고 있다.
상상채널에서 발간된 오염의 습격은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전자파와 합성세제, 유연제, 방향제, GMO 식품, 애완동물용 살충제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내 화장실은 없어
도 내 스마트폰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현대인,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생명
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 물질의 위협
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자!
출판사 : 상상채널
고쇼 히로에 지음 | 황명섭 옮김
정가 : 17,000원 | 430쪽 | 2016.10.10
ISBN : 979-11-87510-01-7 (03400)

NEWS IN DIVING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2018 TUSA 딜러투어
㈜우정사/오션챌린져는 지난 3월 14~17일까지 4일간 임직원 및 각 잡지사
발행인, 딜러 20명과 함께 대만 TABATA 현지 공장 시찰 및 관련 산업 시찰
을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TABATA 대만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 생산
과정과 테스트 현장을 시찰하며 제품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였다. 세미
나를 통해 TABATA 그룹의 각 브랜드와 역사를 확인하고 신상품에 대한 정
보를 한발 먼저 얻을 수 있었다. 또한, TABATA는 참석자 전원에게 딜러투
어 10주년 기념 커스텀 마스크 및 여권 지갑을 선물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대만 현지 다이빙 센터와 리조트, 수영장 등을 방문
하여 현지 다이빙 시장 상황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였고 스펀, 지우
펀, 스카이 곤돌라, 중정기념당, 스린 야시장 등 대만의 명소들을 방문하며
딜러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2018 TUSA 3종 프로모션

제15회 국제소방안전 박람회 참가

㈜우정사/오션챌린져는 지난 3월 1일부터 2018

㈜우정사/오션챌린져는 지난 4월 25~2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제15회 국제소방안전

TUSA 프로모션을 시작하였다. 연중 기획으로 진행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본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소방 및 구조/수색 장비 등을 전시하고 체험할

되는 프로모션은 총 3종 제품에 해당되며, 해당 상품

수 있도록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사는 CASIO 수중무선통신기 LOGOSEASE

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와 VIKING 드라이슈트 HAZ TECH, 표면공기공급시스템 등의 장비를 전시하여 수색, 구조 관련

2018 TUSA 카탈로그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다이빙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받았다. 특히, 금년 새롭게 출시된 SIDEKICK MASK는 소방구조

숍이나 온라인 판매점에 문의 바란다.

대뿐만 아니라 산업 잠수사와 일반 다이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M-2001SYQB

교정렌즈
MC-2001SY
(1set ₩ 140,000)
 근시용 렌즈(좌우 겸용)
 -1.0 ~ -6.0/0.5단위로 교정 가능
 CRYSTAL VIEW AR/UV 렌즈

[Freedom Technology with Fit Ⅱ]
>> 프리덤 기술에 추가 된 “FitⅡ” 는
스커트 안정성을 더욱 높여줌
>> 뛰어난 피팅감과 착용감
[Basic Feature]
>> 스트랩의 장착 각도를 5 단계로 조절 가능
>> 마스크 자국이 남지 않는 라운드 에지
>> 금속 부품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얇게 설계된 프레임 디자인
>> 착용감이 뛰어난 3D 형상 스트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3층 구조 프레
임 설계. PuRiMaX(폴리 우레탄)에
의한 충격 완화, 금속 프레임으로 강
성 추가, 폴리 카보네이트 프레임에
의한 내구성을 확보.

근시용렌즈(1set)

MC-2001SY ₩ 140,000

교정렌즈

근시용렌즈(1set)
교정렌즈 디옵터 환산표

MC-211SY ₩ 140,000

 근시용 렌즈(좌우 겸용)
 -1.0 ~ -6.0/0.5단위로 교정 가능
 CRYSTAL VIEW AR/UV 렌즈

 CRYSTAL VIEW AR/UV교정렌즈
 -1.0~-8.0/0.5단위로 교정 가능

PROMOTION
마스크 구입시 아래상품 증정
TEC-52

시력

디옵터

0.60 ~ 0.50
0.50 ~ 0.40
0.40 ~ 0.30
0.30 ~ 0.20
0.20 ~ 0.10
0.10 ~ 0.08
0.06 ~ 0.04
0.02 ~ 0.01

-1.0 ~ -1.5
-1.5 ~ -2.0
-2.0 ~ -2.5
-2.5 ~ -3.5
-3.5 ~ -4.5
-4.5 ~ -5.5
-5.5 ~ -6.5
-6.5 ~ -8.0

₩ 20,000

안티포그 필름
TUSA의 안티-포그 필름은 부착하는 것만으로 다이빙하는 동안 마스크에 서리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래 지속되며 내구성 강한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어떤 마스크든 상관없이 부착이
쉽고, 지속적으로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부착이 간단함
>> 서리 차단
>> 지속적인 재사용 가능
>> 세척이 간단하며 용이함
>> 오래 지속되며 내구성이 강한 재질

MS-20

색상선택가능

MC-7500

MC-24

₩ 100,000

 M-212, TM-7500용 렌즈
 -1.0~-8.0/0.5단위로 교정 가능
 좌우 겸용

MASK ACCESSORY

MASK

₩ 250,000

TRI-MIX flame

₩ 100,000

 M-24용 렌즈
 -1.0~-8.0/0.5단위로 교정 가능

TA-200을 부착하지 않은 부분

•

TUSA 마스크의 프리덤 기술에서 더
욱 발전된 “FitⅡ” 기술은 TUSA만의
좋은 착용감은 유지한 채로 거친 환경
에서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얼굴에
밀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팅렌즈

BK

₩ 50,000 / 크리스탈AR•UV렌즈(1set)

ML-28S

자외선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 중에서도 400~420nm의 고 에너지
가시광선(HEV-light)으로 인해 망막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UV420 렌즈는 이러한 HEV-light를 차단합니다.
A.R.(Anti-Reflective) 반사 방지 기능: 빛(가시 광선 = 렌즈를 통해
보이는 형상)은 마스크의 렌즈 표면에서 반사하는 등 10 % 정도 손
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A.R. 반사 방지 기능은 빛을 높은 비율로 투
과시켜 밝고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싣는 기반으로 광학 유리 CRYSTALVIEW를 채용하
고 있습니다. 일반 유리는 내외면의 반사와 유리 내부에서의 흡수에
의해 투과하는 빛이 90 % 이하로 감소합니다. CRYSTALVIEW 유
리 렌즈의 기반이 되는 광학 백색 유리는 불순물이 적기 때문에 투명
도가 좋고 광선 투과율이 높고, 보다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FB

FY

적외선

고에너지 가시광선

400

(HEV)
자외선

(UV)

MDR

 M-211 전용 렌즈
 파장 400 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 차단율
98.5%를 실현한 UV보호 렌즈
 크리스탈 뷰 광학용 유리 렌즈에 빛의 저 반사
가공을 통해 투과율 95%를 실현. 투명도가
나쁜 환경에서도 안전성을 확보

TA-200

W

TA-0801

2안식
① 5단계 각도 조절 버클은 정확한
각도로 마스크 위치를 유지. 또한 스
커트 일체형으로 안정성을 높임.
② 3D 형상 스트랩 - 머리의 곡선
모양에 맞는 스트랩 디자인. 마스크
의 안정감을 높이고, 스트랩 엇갈림
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③ 마스크 스트랩 - 실리콘 재질로
내구성과 인장강도가 높은 소재.

700

420

ML-29S

 M-212/TM-7500 전용 좌우 겸용 렌즈
 파장 400 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 차단율
98.5%를 실현한 UV보호 렌즈
 크리스탈 뷰 광학용 유리 렌즈에 빛의 저 반사 가공을
통해 투과율 95%를 실현. 투명도가 나쁜 환경에서도
안전성을 확보

UV 420 Protection
+ Anti-Reective Lens
+ Crystalview Optical Glass

④ 스트랩 버클 - 조일 때는 스트랩
을 당기고, 풀 때는 원터치 버튼을
눌러 조절.

⑤ 오프셋 버클 - 기존의 스트랩 조
절 위치보다 약간 높게 위치하여, 귀
와의 간섭을 피하고 스트랩을 장착.

⑧ 립 플랜지 - 인중 부분은 스노클
과 레귤레이터를 물고 있어 최대한
물유입이 되지 않도록 스커트를 디
자인.

⑪ 거친 댐퍼 - 전면에서 받는 충격
을 흡수하고, 씰링 성능의 손상을 감
소. 또한 과도한 압박의 완화에도 효
과적임.

⑥ 이지 드레인 - 마스크 내부는 물
을 배출하기 쉬운 스커트의 형태로
되어있어, 마스크 클리어 시에 물이
남기 어려움.

⑨ 티크 홀드 - 광대뼈 아래를 단단
히 감싸도록 하여 피팅을 안정시키
는 디자인.

⑫ 둥근 모서리 - 얼굴에 닿는 스커
트의 바깥 쪽 끝 부분의 가장자리를
바깥쪽으로 둥글게 성형. 부드러운
착용감과 자국을 남기지 않음.

⑦ 딤플 가공 스커트 - 얼굴의 근육
이 움직이는 곳에서 스커트 안정성
을 향상시키고 착용감을 높이기 위
해 스커트에 딤플 가공.

MASK STRAP

⑩ 프리덤 드라이 - 얼굴 접촉면의
스커트는 부드러운 소재로 피부의
과도한 긴장을 줄여주어 안면부와
의 접촉면을 넓혀주고, 밀착력을 높
여줌.

1안식

TEC-52

MS-20

₩ 12,000

₩ 15,000

₩ 15,000

>> 실리콘 재질

>> 서리 방지 스틱 15ml

>> 네오프렌 재질

각막

HEV
UV-A
UV-B

⑤

망막

④

수정체
홍채

⑪

일반용

M-14용

BK

BK

W

T

⑦

200
파장(nm)

①

자외선(UV)과 높은 에너지 가시 광선(HEV)는 위험
UV 위험은 알려져 있지만, 가시 광선 중에서도 위험한 파장이 있습니
다. 가시광선 중 400 ~ 420 nm의 고 에너지 가시광선입니다. 각막
과 수정체를 투과 해 버리는 광선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날씨가 좋
은 날 등의 바다에서는 망막의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UV으로부터
눈을 보호 것과 같이, 고 에너지 가시광선(HEV)로부터 눈을 보호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BK

CBL

PP

FY

⑪
⑦
①

⑧
⑨

⑥

T

4

5

20

21

MASK 프로모션

TUSA MASK 구매시 마스크 스트랩 커버(MS-20), 안티포크제(TEC-50) 제공
UA-SUITS

SF-13
>> 소재: 겉감·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두께: 2mm / 1.5mm(허벅지)
>> 원단 중간 소재: 네오프렌
>> 배 둘레 원단: 스무스 스킨 2mm
>> 상의 중량: M-475g / L-569g / XL-584g
>> 하의 중량: M-481g / L-528g / XL-577g

PROMOTION
상하의 구매시 후드 무상증정

MAN

사이즈: FREE

여자상의

₩ 120,000

여자하의

₩ 110,000

>> 소재: 겉감·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두께: 2mm / 1.5mm(허벅지)
>> 원단 중간 소재: 네오프렌
>> 상의 중량: S-421g / M-456g / L-477g
>> 하의 중량: S-432g / M-477g / L-507g

PROMOTION
상하의 구매시 후드 무상증정

WOMAN

별도구매시 ₩50,000

SF-0105

₩ 290,000

₩ 240,000
[Feature]
>> 음성 부력의 반발 탄성이 뛰어난 고무재질
>> 효율적인 추진력을 위한 수류 구멍
>> 발목을 단단히 고정하는 입체 형상 스트랩
>> 탈착시 편리한 원터치 스트랩 버클

사이즈: FREE

FIN

₩ 120,000
₩ 110,000

SUIT

남자상의
남자하의

[Feature]
>> APS (Active Pivoting System)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 더욱 부드럽고 편안해진 풋 포켓
>> 물의 저항과 파워 손실을 막기 위한 수류 디자인
>> 반사판 삽입으로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 다이빙에 식별 용이
>> 탈착이 용이한 새로운 번지 스트랩 (TA-0902)
>> 풋 포켓과 블레이드가 분리 가능한 "TUSA HyFlex"시스템 구조로 여행시 포장에 편리

별도구매시 ₩50,000

BK · S · M · L

FB · S · M · L

 BUNGEE STRAP
핀 성능 향상을 위해 ‘번지 스트랩’이 기본으로 장
착되어 있습니다. 기존 스트랩보다 핀을 발에 더
밀착시켜 추가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탈착
이 매우 용이하며, 다이버가 스스로 공구없이 5단
계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진처럼 접으면
일반적인 슈트의 허리
기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W·S·M·L

UA-SUITS(남. 상의)
신장(cm)

신장(cm)

가슴둘레(cm)

150~158

72~80

165~175

88~96

S

L

170~180

96~104

M

155~163

79~87

170~185

104~112

L

160~168

86~94

총기장(cm)

 난류를 억제하는 나인세브론 보르텍스 제네레이터(VG)
F-13의 블레이드에 난 수류 구멍의 용도는 킥을 할 때 핀 후면 난
류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추진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
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수류 구멍을 통과하는 수류자체도 블레이
드 끝에서 퍼지면서 저항이 생깁니다. 따
라서 TUSA에서는 비행기의 날개나 레
이싱카의 기류이탈 방지를 위해 설치하
였던 보르텍스 제네레이터(VG)를 응용
하였습니다. 블레이드 바닥에 9개의 물결
형태인 VG가 세로로 버블을 만들어 수류
구멍을 통과하는 수류 이탈을 최소화 시
킵니다. 그 결과, 수류 구멍을 통과시 수
류가 안정되어 저항이 감소하고 핀의 추
진력을 최대화 시킵니다.

UA-SUITS(여. 상의)
가슴둘레(cm)

M
XL

UA-SUITS(남. 하의)

HP · S · M

FB · S · M · L

 액티브 피봇팅 시스템
풋 포켓 부분에 생기는 저항을 없애고 킥을 편하게 찰 수 있도록 디자인, 가
장 아래 부분부터 완만하게 휘어져 저항을 줄인 블레이드, 최적의 각을 유
지시키는 스토퍼 시스템. 액티브 피봇팅 시스템으로 핀 킥 시, 가볍게 차도
높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쿄 공업 대학과 추진력 평가의 공동 연
구를 실시함으로써 개발된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FY · S · M · L

OR · S · M · L

 제3세대 반사판
이전의 반사판과 달리 공기층이 없기 때문
에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고 오염되거나 반
사 기능이 나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반
사 빛의 밝기가 매우 높기(반사율이 높음)
때문에 야간 다이빙 등에 뛰어난 시인성을
발휘합니다.
※이전 반사반(1, 2세대)는 반사율이 33%,
제3세대는 75%

사진처럼 접으면
일반적인 슈트의 허리
기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UA-SUITS(여. 하의)
허리둘레(cm)

총기장(cm)

허리둘레(cm)

86

58~64

M

92

76~84

S

L

95

84~94

M

90

64~70

XL

98

94~104

L

94

69~77

92

93

BK · S · M · L

MDR · S · M · L

FY · S · M

HP · S

PROMOTION
SF-13 구입시
UA-SUITS 하의 증정

32

UA-SUIT 프로모션 : UA-SUIT FIN 프로모션 : TUSA SF-13 FIN
상하의 동시 구매시 UA-HOO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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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 UA-SUIT 하의 제공

33

Palau의 코롤은 물론 페렐리우까지
팔라우 다이빙의 모든 것을
한번에 만나는 리브어보드 여행이 시작됩니다.

SOLITUDE ONE

www.

s oli

tud

e-o

ne

.co

m

Liveaboard

예약문의 :

(주)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bluemjl@hotmail.com

NEWS IN DIVING

(주)해왕잠수
부샤(BEUCHAT)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오영환 프로 철인3종 아이언맨 코스 지난 2017년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고기록
세계적으로 각 지역별 선수들의 최고 기록을 집계한 결과 대한민국의 오영환 프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서 가장 좋은 기록으로 1위를 하였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철인3종 후발주자이며 아직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다. 아직 유럽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기록적인 부분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인천에서 개최된 코리아맨 시합에서는 아이언맨 코스로 국내 최초 신기록인 ‘9시간 이내 완주’라는
9under 기록을 냈으며 기록은 8시간 53분 33초다. 세계 트라이애슬론 협회 WTC에서 인준하는 아이언맨
U코치 자격을 얻어 2017년 한국인 최초로 받게 되기도 하였다.
해부학 영양학 심리학 등 아이언맨을 코칭하기 위한 여러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세 번의 시험
을 통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6개월 여의 시간을 보내고 코치 기준 시
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 아직도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기 위
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철인3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수중세계뿐만 아니라
땅과 바람 등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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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투어 모집

FIJI -Tonga

피지-통가 관광청의 도움으로 타이거 샤크와 혹등고래를 모두 만 날 수 있는 기회
일생에 딱 한번 ‘인생 shot’에 도전한다.

투어

1차팀 2018년 9월 20일~10월 3일
2차팀 2018년 9월 25일~10월 3일

포함사항

피지-통가 항공, 전일정 숙박 식사 차량

불포함사항

인천-피지 항공권

비용

1차팀 약 390만 원(피지/통가 다이브)
2차팀 약 300만 원(통가 다이브)

항공권 문의 액션스쿠바 02-3785-3535
투어문의
후원

노마다이브 02-6012-5998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02-778-4981

일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7일차
8~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인천 출발
난디 도착/피지 남부이동 코랄 다이브 1회
샤크다이빙 2회
코랄다이빙 2회
피지-통가 이동
고래와칭투어 오전중 출발 5시간 소요
리프다이빙 4회
통가 시내 자유관광 후 피지이동
피지-유명 Cloud 9 자유시간 즐기기
피지-인천이동

NEWS IN DIVING

DAN이 후원하는 잠수의학 세미나 개최
DAN이 후원하고 강영천 박사가 주관하는 제2차 및 3차 잠수의학 세미나를
개최한다.

■ 참가비용
• 교육비 : 300$US(당일 환율로 계산하여 원화로 지불 가능)
• 리조트 비용 : 세미나 기간 4일 동안 미화 90$US/일 공항 픽업 센딩 포함

■ 장소
• 필리핀 바탕가스 아닐라오 클럽미르비치리조트

■ 참가비용에 포함 사항
• 공항 픽업 및 센딩

■ 기간

• 2인 1실 사용(1인 1실 사용은 30$US/일 추가)

• 1차 : 2018년 8월 20(월)~23일(목) 4일간

• 오전 2회 보트 다이빙 – 탱크 및 웨이트, 가이드

• 2차 : 2018년 8월 26(일)~29일(수) 4일간

• 전 일정 식사 간식 음료수(병 혹은 켄 음료수 제외)

※ 정원은 차수당 각 4~8명

■ 참가비용에 불포함 사항
■ 연락처

• 장비 렌탈(전체 장비의 경우 1일 30$US)

• Tel : 강영천 : 010-4500-9113 카톡 ID : Divelove

• 나이트록스 비용 – 리조트 문의

김이조 : 010-8469-4588/070 8865 4588/카톡 ID : clubmir
• E-mail : 강영천 divelove@hanmail.net

• 추가적인 다이빙(야간 다이빙 등) : 리조트 문의
• 세미나 기간 이외 리조트/다이빙 경비

• 클럽미르 홈페이지 : www.clubmir.co.kr/이메일 : hechak@naver.com

■ 참가비 송금 계좌
■ 일정

• 농협 351-0869-6656-43(강영천)

• 4일간(오전 2회 펀다이빙, 오후 14~18시 세미나)

• 송금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바랍니다.
• 2018년 8월 12일(일)까지 송금 후 연락하면 참가 확정된다.

■ 세미나 내용
• 스쿠버 다이빙의 역사와 현재

■ 환불 규정

• 잠수의학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리학

• 8월 12일까지 최소 4명 성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전원, 전액 환불된다.

• 잠수 생리학/감압 이론/다이빙 테이블 이해

•	그 이후 취소하는 경우 최소 인원 4명 이상이 충족되면 전액 환불이 가능

• 해양 환경

하나 최소 인원 4명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

•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 통계 및 보고

해해 주기 바란다.

• 잠수 의학 - 잠수 관련 질환의 증상, 진단 및 대처 방법
• 이외 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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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하러
경남 남해안으로
오세요~!!

경남 지역 다이브 샵&리조트
사량도해양리조트 박출이

산등리조트 정의준

010-3552-7212 경남 통영시 사량면 상도일주로 988-105

010-6212-4050 경남 통영시 욕지면 산등길 1번지

E-mail : ssyscuba72@hanmail.net

거제덕포스쿠버리조트 허정수

두미도마린리조트 황문성

010-4847-9713 경남 거제시 덕포5길 29, 101호

010-9163-0777 경남 사천시 목섬길 75

Blog : 거제덕포스쿠버

Web : 두미도.kr / E-mail : Marin5909@hanmail.net

통영스쿠버캠프 송준용

욕지도해양대국 이수한

010-5327-6969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128번지

010-7358-7920 경남 통영시 욕지면 옥동로383

E-mail : haenou@hanmail.com

E-mail : han2world@hanmail.net

남해미조잠수 이현철

남해다이브리조트 이천종

010-5385-1241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9-85

010-4524-0300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91-6번지(항도마을)

Web : 미조잠수.com / E-mail : milrano04@naver.com

E-mail : yicji@hanmail.net

해양레저종합리조트 하야루비 이용선

남해수중 구재회

017-244-1807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802-27 대지포(해변)

010-9492-1264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18

Web : hayaruby.co.kr, 네이버 남해하야루비

E-mail : 0558674667ktm114.kr

프로잠수 강효중

Frog Diving 조종철

010-6511-3866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26

010-6642-0445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27번길 2

E-mail : kanghj2326@naver.com

Web : progdiving.co.kr / E-mail : cpocho880407@hanmail.net

바다여행잠수풀장 안광모

진주정수다이빙스쿨 허정수

010-5157-337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704-2

055-747-9713 경남 진주시 유곡죽전길 11
Blog : 거제덕포스쿠버

E-mail : badatour1@daum.net

욕지도수중여행리조트 이종술
010-3816-6055 경남 통영시 욕지면 노적길 89-12번지
네이버에서 욕지도수중여행리조트. 카페검색 / 카톡 ID : cwcjs

한국인

코스디렉터

Course Director

padi.co.kr 에서 모든 PADI 코스디렉터와 PADI 강사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눈스쿠버

경기

마린마스터

서울

수원여자대학교

경기

김철현

정상우

박성수

W: inoon-scuba.com
E: abysmchk@nate.com
T: 010-3665-225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풍동 150-14)
2층

W: scubaq.net
E: goprokorea@gmail.com
T: 02-420-6171
010-5226-465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
로 75, 올림피아오피스텔 지하
1층 126호

W: swc.ac.kr
E: padi@swc.ac.kr
T: 010-9053-8333
경기도 화성시 주석로 1098
해란캠퍼스

노마다이브

서울

CC 다이버스

광주

베스트다이브

경남

김수열

위영원

김현찬

W: nomadive.com
E: nomadive@gmail.com
T: 02-6012-5998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호

W: ccdivers.com
E: wipro@naver.com
T: 062-375-1886
010-3648-1886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W: bestdiver.co.kr
E: kim462311@naver.com
T: 010-9310-1377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5-4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인천

아쿠아마린

서울

에버레저

서울

강정훈

한민주

우인수

W: isdc.kr
E: james007@korea.com
T: 080-272-1111
010-5256-3088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인천 부평구 부개3동 477-3)

W: scubain.co.kr
E: scubain@naver.com
T: 010-5474-222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6,
SMS 빌딩 A동 2층

W: everleisure.co.kr
E: wooinsu@hanmail.net
T: 010-3704-8791
02-456-72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4, 대오빌딩 410호

아이눈스쿠버

경기

리드마린

아닐라오

다이브랩

세부

박현정

서종열

한덕구

W: inoon-scuba.com
E: studioin00 @naver.com
T: 010-4084-937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풍동 150-14)
2층

W: leadmarine.co.kr
E: leadmarine@naver.com
T: 010-7136-9030
+63 917-545-3445
필리핀 바탕가스
아닐라오 142

W: divelab.co.kr
E: handuck9@hotmail.com
T: 070-8683-6766
010-8930-0441
+63 917-927-4800
Kawayan Marine, Pu-ot,
Punta Engano, Lapu-Lapu,
Cebu, 6015, Philippines

인투다이브

서울

고다이빙

경기

스쿠버인포

서울

송관영

임용우

이호빈

W: intodive.com
E: kwanyoung.s@gmail.com
T: 02-420-9658
010-7419-965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길 36 유스틴하우스 102호

W: godiving.co.kr
E: godiving8@hotmail.com
T: 010-6317-5678
031-261-887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9 중앙프라자
404호

W: scubainfo.co.kr
E: hobin416@gmail.com
T: 010-8731-89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8,
미광빌딩 2층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PADI 강사시험(IE)

제주 서귀포 : 2018년 6월 23(토)~24일(일)
경북 울진 : 2018년 8월 25(토)~26일(일)

일산스쿠버아카데미

경기

남애스쿠버리조트

강원

넵튠다이브센터

대전

윤재준

김정미

박금옥

W: ilsanscuba.co.kr
E: pipin642@nate.com
T: 010-6351-7711
070-8801-77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33(501동 1704호)

W: namaescuba.com
E: namaescuba@naver.com
T: 010-6334-4475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58번지

W: alldive.co.kr
E: neptune6698@gmail.com
T: 010-5408-48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2층

다이브트리

서울

다이브아카데미

서울

제로그래비티

서울

김용진

주호민

김영준

W: intodive.com
E: ky70700@hotmail.com
T: 010-5216-69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8-20

W: DiveAcademy.com
E: 474182@gmail.com
T: 010-9501-59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종합운동장 스포츠상가
13호

W: 네이버카페 제로그래비티
E: padi471381@naver.com
T: 010-9139-539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3 위너스1빌딩 707호

팬다스쿠바

대구

Go Pro Dive (고프로 다이브)

경기

아쿠아스쿠버

제주

이현석

홍찬정

송태민

W: pandascuba.com
E: panda8508@naver.com
T: 053-784-0808
010-8299-7777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12길

W: goprodive.co.kr
E: mehcj@naver.com
T: 031-244-3060
010-8653-30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8-14, 402호

W: aquascuba.co.kr
E: aquascuba@naver.com
T: 070-4634-3332
010-4871-55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아피아프리다이빙 전문교육기관

서울

아이눈스쿠버

경기

아우라리조트

푸에르코갈레라

노명호

이달우

문운식

W: afia.kr
E: afia@afia.kr
T: 02-484-2864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1가길 57, 2층

W: inoon-scuba.com
E: LDW1010@nate.com
T: 010-7414-2110
031-905-21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풍동 150-14)
2층

W : auradiveresort.com
E : muspadi70@gmail.com
T : +63 917-823-7117
Sabang, Puerto Galera,
5203, Philippines

PRODIVERS SAIPAN

사이판

Prodivers-BK Dive

경기

잠실스쿠버스쿨

서울

이석기

김병구

김진호

W : prosaipan.com
E : lee_seokki@hotmail.com
T : 010-6267-7394
070-4255-5525
PO BOX 100001 PMB 451
SAIPAN CNMI USA

W : bkdive.com
E : bkdive@naver.com
T : 010-2388-799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07, 4층

W: jsscuba.co.kr
E: jamsilscuba@naver.com
T: 02-2202-1333
010-8978-7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종합운동장 내
제2수영장 스쿠버풀장

한국인 코스 디렉터 Course Director
리드마린코리아

서울

스쿠버인포

서울

마린파크

서울

배경화

이윤상

박진만

W: leadmarine.co.kr
E: leadmarinekorea@naver.com
T: 010-7136-90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43, 1층

W: scubainfo.co.kr
E: yoonsanglee@nate.com
T: 0505-555-0038
010-2740-8702
(센터)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10-9

W : marinepark.kr
E : 483093@live.co.kr
T : 010-3398-8098
070-7579-8098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5-13번지 2층

다이브랩서울

서울

씨월드다이브센터

부산

조이스쿠버

제주

윤종엽

조영복

김동한

W: divelab.co.kr
E: eru310@gmail.com
T: 010-4745-60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54 태영빌딩3층

W: seaworld-busan.co.kr
E: solpi21@naver.com
T: 051-626-3666
010-2722-8119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743-2번지

블로그: naver.com/joydivejeju
E: joydivejeju@naver.com
T: 010-5135-1004
070-4548-2345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83

굿다이버

제주/서귀포

스쿠버인포

서울

레드씨다이브팀

서울

정혜영

유상규

노경빈

W: gooddiver.com
E: jhy-0710@nate.com
T: 010-8869-237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 서로 41

W: scubainfo.co.kr
E: best839@naver.com
T: 010-3365-427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8,
미광빌딩 2층

W: scubaq.net
E: noh202@naver.com
T: 010-5531-02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9, 2층

스쿠버블

서울

스쿠버인포-문경

경북

스쿠버인포-대전

대전

조인호

이태영

김한진

W: 스쿠버다이빙.com
E: tomo@scubable.com
T: 02-413-2358
010-2707-733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B동 703호

W: scubainfo.co.kr
E: xoddlrha@hanmail.net
T: 010-3812-7172
경북 문경시 신흥로 212
(흥덕동)

W: scubainfo.co.kr
E: scubainfo@naver.com
T: 010-8809-8875
대전광역시 대종로583, 101동
101호 선화동(선호아파트)

잠실스쿠버스쿨

서울

블루워터다이브

보홀

이지다이브리조트

세부

박근욱

김민혁

안장원

W: jsscuba.co.kr
E: jamsilscuba@naver.com
T: 010-9479-06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종합운동장 내
제2수영장 스쿠버풀장

W: bluewaterdive.com
E: mrgomc@gmail.com
T: 070-4845-7773
+63 917-670-1258
Blue Water Dive Resort,
Alona Beach Rd., Danao,
Panglao 6340

W: easydive.co.kr
E: easy_dive@naver.com
T: 070-8638-3409
Easydive, Punta Engano,
Lapu-Lapu, Cebu,
Philippines

엘시엘로두마게티

두마게티

강창호
W: elcieloresort.com
E: play8281@naver.com
T: +63 917-560-9897
Elcielo dive resort,Masaplod
Norte,Dauin,Philippines.

다이브 센터
마린마스터

CC 다이버스

정상우 (서울)

위영원 (광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5,
올림피아오피스텔 지하1층 126호
02-420-6171/010-5226-4653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062-375-1886/010-3648-1886

인천스쿠버다이버클럽
강정훈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070-272-1111/010-5256-3088

인투다이브

아쿠아마린
한민주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6,
SMS 빌딩 A동 2층
02-539-0445/010-5474-2225

고다이빙

송관영 (서울)

임용우 (경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36,
102호
02-420-9685/010-7419-965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9
중앙프라자 404호
031-261-8878/010-6317-5678

남애스쿠버리조트

다이브트리

김정미 (강원)

김용진 (서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58번지
033-673-4567/010-6334-4475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8-20
010-5216-6910

다이브아카데미

팬다스쿠바

주호민 (서울)

이현석 (대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종합운동장 스포츠상가 13호
010-9501-59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범물동)
053-784-0808/010-8299-7777

아쿠아스쿠버

아이눈스쿠버

송태민 (제주/서울)

이달우 (경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070-4634-3332/010-4871-5586
서울센터 : SEA U Dive센터
02-566-5586/서울시 강동구 성내로8길 9-11, 203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
(풍동 150-14) 2층
031-905-2110/010-7414-2110

이지다이브리조트

스쿠버블

안장원 (세부)

조인호 (서울)

Easydive, Punta Engano, Lapu-Lapu,
Cebu, Philippines
070-8638-340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 팰리스 B-703
02-413-2358/010-2707-7333

다이브 센터
서울
마린마스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5, 올림피아오피스텔 지하1층 126호

02-420-6171

(주)엔비다이버스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6-19, 대진빌딩 2층

02-423-6264

노마다이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호

02-6012-5998

인투다이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36, 102호

02-420-9658

스쿠버인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8, 2층

0505-555-0038

다이브트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8-20

010-5216-6910

파아란바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5길 24, 5층

02-547-8184

다이브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종합운동장 스포츠상가 13호

010-9501-5928

레드씨다이브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9, 2층

02-2203-9485

아피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1가길 57, 2층

02-484-2864

다이브컴퍼니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28-7, 3층

02-2202-8447

잠실스쿠버스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 제2수영장

02-415-6100

아쿠아마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6, SMS 빌딩 A동 2층

02-539-0445

리드마린코리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43, 1층

010-7136-9030

마린파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5-13번지 2층

010-3398-8098

스쿠버블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 팰리스 B-703

02-413-2358

레드씨다이브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9, 2층

02-2203-9485

다이브컴퍼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28-7, 3층

02-2202-8447

에버레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4, 대오빌딩 410호

02-456-7211

해저2만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72 104호

010-5278-7808

SID 에듀테인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39, 금원빌딩 2F

070-7430-5930

돌피노다이버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8길20 1층

02-6417-9279

D CREW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91 L 102호

010-3390-3939

유니다이버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57-22번지

010-4131-8022

니모만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 종혜빌딩 3층

010-3100-4983

벨류다이브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코오롱 디지털 센터 1차 B1F

010-4008-2337

MDI 스쿠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88-4

02-400-5035

민트오션다이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테라타워1 B동 819호

010-2375-5010

팀레오다이브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6길 34-21 재진빌딩 2층

010-9938-4403

다이브랩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54, 태영빌딩 3층(신협 건물)

02-6228-6003

부산·대구·경상
넵튠다이브리조트-남해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310번길 32-8

055-867-3136

씨월드다이브센터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55번길 1

051-626-3666

팬다스쿠버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범물동)

053-784-0808

스쿠버칼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4

070-8888-5971

두리스쿠바다이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중앙로 15번길 20 스포케이 5층

070-4300-1890

해운대스킨스쿠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400-12

010-3882-1821

스쿠버컴퍼니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287

010-4066-0887

브라더다이버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638-6

010-2989-5282

옐로서브마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18

053-746-8885

강스쿠버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4

010-8442-9292

MKS 레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538-10번지

053-811-4011

스쿠버인포

경상북도 문경시 신흥로 212

054-554-2589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오산항길 59

054-781-5155

정인하우스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 1길 5

010-3877-4184

경기·인천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032-526-7744

아이눈스쿠버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 2층

010-7414-2110

ND 스쿠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05-4번지 승덕빌딩 1층

070 7012 0566

고다이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9 중앙프라자 404호

031-261-8878

일산스쿠버아카데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33(501동 1704호)

010-6351-7711

고프로다이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4, 402호

031-244-3060

다이브아카데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07 4층 BK DIVE

010-2388-7997

수원여자대학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010-9053-8333

K-26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재길 262-57

031-919-6150

마이다이버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60

010-8795-5551

블루오션다이버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83 성은빌딩 503호

031-914-7978

휴다이브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4

070-8760-8888

강원
남애스쿠버리조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58번지

033-673-4567

팍스스쿠버하우스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1길 37

033-673-6887

GNT 다이버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580-22

033-745-0983

플렉스다이브센터

강원도 춘천시 칠전서길 28-4

010-5366-6188

대전·충청·광주·전라
넵튠다이브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042-822-0995

CC 다이버스

☆☆☆☆☆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062-375-1886

엑스포다이빙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44-5

042-863-0120

아이러브다이버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31번길 5 4층(화정동 452번지)

1588-0842

다이빙플러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2번길 2층

010-5466-3309

제주
아쿠아스쿠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010-8618-3923

제주바다하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동로 81-2 (화북일동, 별도연대)

064-702-2664

굿다이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 서로 41

064-762-7677

성산스쿠바리조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출로 258-5

010-6782-6117

오션트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188

064-739-1239

샤뜰레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46번길 68

010-2696-9852

조이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83

010-5135-1004

다이브스테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35

010-6390-3452

에코다이버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51

010-9537-3373

스쿠버라운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로 52-1

010-3619-4284

돌핀레저트래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25

064-784-0063

블루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182-5

010-9426-0032

서귀포다이브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망장포로 65-13

064-732-8262

다이브홀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법환상로 23번길 5(법환동)

010-7795-6348

인투다이브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 4408

010-3710-0411

섭지다이브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로 52

010-9117-8342

제주 블루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1길 17

010-4182-6525

바람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북로 80

064-738-9088

천지연 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연로 40

010-4010-9729

블루다이버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79

010-3290-4653

함께
동참하세요
PROTECT OUR OCEAN PLANET –
ONE DIVE AT A TIME

Photo: William Goix

SM

스쿠버 다이버들은 우리의 대양 행성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양 해양 동물들과 우리의 바다를 위한
공유한 미래를 확보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AWARE 다이버들 대열에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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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력 12년의
13년의 코스디렉터가
코스디렉터가 호주,
호주, 태국,
태국, 한국에서의
한국에서의 풍부한
풍부한 경험을
경험을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아직도 PADI 강사가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 같나요?

한국과 푸켓에서 활동하는 두명의 코스디렉터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강사개발교육
IDC(강사개발교육 - 한국)
- 교육일정(매일반) : 5월 19일~6월 17일(주말반)
7월 7일~8월 24일(주말반)
- IE(강사시험) : 6월 23~24일(제주) / 8월 25~26(울진)
IDC(강사개발교육-푸켓 연합과정)
- 교육일정(매일반) : 8월 4, 5일(한국 오리엔테이션 및 스킬평가)
8월 11일~17일(푸켓)
- IE(강사시험) : 8월 18~19일(푸켓)

김수열

변병흠

노마다이브 대표
2006년 PADI 캘리포니아 CDTC 졸업
PADI Tec Deep Trainer외 23개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푸켓 다이브스페이스 대표
2013년 말레이시아 CDTC 졸업
PADI Specialty Trainer외 23개
Gull, XDeep, Halcyon, Gopro 등 푸켓 총판

서울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
02.6012.5998 I 010.7114.9292
070.7624.5998
www.nomadive.com I nomadive@gmail.com

노마다이브

nomadive

◆ NOMADIVE 소속강사
서울지역

이동영 강사

대전지역

오윤선 강사

프리다이빙

경기 수원

황욱 박사

경기 광명

박재훈 강사

남윤형 강사

영어교육

이상연 강사

분당지역

김일석 강사

인천지역/일어교육

박주형 강사

박소은 강사

ROTC 특수교육

어린이교육

박준희 강사

피지

변순재 강사

기업담당

김충회 강사

PADI Instructor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YOU

이태영 강사

안준우 강사

강인석 강사

남성우 박사

김주석 강사

INTRODUCE - DISCOVER - INSPIRE

친구가 다이빙을 소개해주었을
때 , 나 는 PA D I 를 받 았 다

PA D I 오 픈 워 터 다 이 버 코 스 와 함 께 스 쿠 버 다 이 빙 의
세계를 친구에게 보여주세요.
더 자 세 한 정 보 를 위 해 p a d i . c o . k r 또 는 여 러 분 지 역 의 가 까 운 PA D I 다 이 브 숍 을 방 문 하 세 요 .

© PADI 2018.

PADI 프리다이버
PADI 프리다이버 강사

© PADI 2016. All rights reserved.

PADI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PADI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강사

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강사

PADI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

프리다이버 숍 찾기

다이브 숍 또는 PADI 프리다이버 센터에 연락하시거나 padi.co.kr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 PADI 2018.

대구·경북 유일한 PADI 강사개발 센터!

PANDA SCUBA
PADI 5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

강사 후보생 모집!
1998년 스쿠버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14년 7월에
대구 수성구에 PADI 5스타 강사 개발 센터를 새로이
문을 열어 최신 교육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교육용 공기/나이트록스 충전 시설,
최고 품질의 렌탈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로써 입문 단계부터 강사 과정까지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은 대구·경북 유일한
PADI CD DIVE CENTER 입니다.

www.pandascuba.com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범물동) 706-815
TEL : 053-784-0808 / FAX : 053-784-0804, 카페주소 : cafe.naver.com/pandascuba

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제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및 ‘성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산 스쿠버 리조트’에서 4월 28~29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이번 강사 시험에는 최인비, 이고우리, 김강훈, 이재수, 서은석, 박혜연, 구은용,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

김종호, 이도훈, 김용진, 박상필, 한원규, 이동혁, 박재현, 양중윤, 이지훈, 박백

생들을 배출한 정상우, 정회승, 송관영, 윤재준, 주호민, 송태민, 홍찬정, 김진

현, 권순욱, 박영진, 김주연, 서고은, 하영진, 부영호, 이중복, 이주한, 표창연, 하

호, 김동한, 조인호, 유상규, 노경빈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지원, 임정균, 강규호, 오주아, 김명구, 김진우, 이상길, 김수영, 조항태, 김동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및

이동환, 총 37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

‘성산 스쿠버 리조트’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희 심슨,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코

3)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음

스가 2018년 4월 25일(수) 서울 아쿠아마린(대표 한민주)에서 영희 심슨

다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의 참가에 관한 문의는 영희 심슨(Younghee.

(Regional Training Consultant)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번 EFR 강사트레이너

simpson@padi.com.au)으로 하면 된다.

코스에는 최영민, 조양희, 김선일, 양종필, 문도영, 하슬아, 박진석, 이경일, 한
승목, 이경, 김혁준, 김수영, 이지수 총 12명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생이 참가
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EFR 트레이너 코스를 완료하였으
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 강습을 위해 참고 및 가이드 라
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2)	2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음
(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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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PADI 응급 산소 프로바이더 강사/트레이너 코스가 2018년 4월 26일(목) 서울 아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쿠아마린(대표 한민주)에서 영희 심슨(Regional Training Consultant)에 의해 진행

•팀레오(S-26441)

되었다. 이번 응급 산소 프로바이더 강사/트레이너코스에는 박진석, 이국재, 최영

대표 : 이 경

민, 황재필, 이지수 총 5명의 강사 및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 코스디렉터 후보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6길 34-21

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이 프로
그램을 강습하는 방법을 롤 모델로 보일 수 있게 되었고 강습 시에 가치 있는 힌

재진빌딩 2층

Authorised

PADI 응급 산소 프로바이더 강사/트레이너 코스

전화 : 010-9938-4403

트와 제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모든 PADI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와

Product Number 50113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다음 PADI 응급 산소 프로바이더 강사/트레이너 코스의 참가에 관한 문의는 영희

5스타 강사 개발 센터 업그레이드

심슨(Younghee.simpson@padi.com.au)으로 하면 된다.

•니모만세(S-25599)
대표 : 양재호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
종혜빌딩 3층
전화 : 010-9430-3695

Authorised

PADI 코스 디렉터 및 강사는 이 코스에 참여할 수 있다.

★
★
★
★
★

Product Number 50120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Notice)
PADI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 코스
일시 : 2018년 5월 21(월)~25일(금) - 세부, 필리핀

PADI 비즈니스 아카데미 라이트 - 세부

2018 PADI 멤버 포럼 - 제주

일시 : 2018년 5월 28일(월) - 세부, 필리핀

2018년 4월 27일(금) 오후 5~8시까지 제주 서귀포 흑한우에서 김부경(한국 마켓

PADI 포토 페스티발

매니저), 김진관(한국 지역 매니저), 영희 심슨(지역 트레이닝 컨설턴트)에 의해 세

일시 : 2018년 6월 2일(토) – 세부, 필리핀

미나가 진행되었다. 멤버 포럼에서는 2018년을 맞이하여 다이빙 산업 소식과 프로
젝트 어웨어가 다뤄졌고, 기준 변경 및 새롭게 출시되는 것에 대한 업데이트가 소
개되었다. 2017년 최고의 라이선스 발급 기록을 세운 해를 보낸 PADI 멤버들을 축
하하였으며 PADI의 가치 제안과 필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최신의 트렌드에 발맞춰 새롭게 업데이트 된 PADI 디지털 제품과 새로운 온
라인 프로세싱 센터(OLPC) 3.0업데이트가 소개 되었다. 2018년 PADI 멤버 포럼에
는 다이빙 산업에서 활동적인 PADI 멤버들이 참가하였고 2018년 비지니스 지원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한국어가 가

PADI Tec 익스플로어 데이

능한 7명의 풀타임 직원들이 PADI 멤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일시 : 2018년 6월 16일(토) – 서울
일시 : 2018년 6월 17일(일) – 경남
(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PADI 위험 관리 세미나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 서울
일시 : 2018년 6월 25일(월) – 제주
(장소 추후 공고)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18년 6월 23(토)~24일(일)
장소 :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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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관광청, 세부퍼시픽항공과 함께하는

PADI 포토 페스티발 2018
필리핀관광청, 세부퍼시픽항공과 함께하는 ‘PADI 포토 페스티발 2018’을 개

출품 방법

최합니다. 이번 행사의 참가 신청은 국내외의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	오프라인으로 제출 : 첨부된 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작품 사진과 함께

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가인원은 200명 한

USB, 외장 하드 등의 저장 장치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제출

정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시간 및 장소 : 2018년 6월 2일 16:00~18:00

한국의 PADI Pros (https://www.facebook.com/PADIProsSouthKorea) 및

워터프론트 에어포트 호텔&카지노(WATERFRONT AIRPORT HOTEL

SNS 채널을 통하여 이벤트 홍보를 시작할 것입니다.

&CASINO) Website: www.waterfronthotels.com.ph에서 운영진에게 제출
출품 수 : 1인 1작품까지 가능

PADI 포토 페스티발의 목적과 의미

출품 요령 :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작품 소개서

•	PADI 언더워터 포토그래퍼 스페셜티 코스 판매를 통한 국내외 PADI 센

기타 유의 사항

터 및 리조트의 비지니스 수익 증대
•	PADI 센터 및 리조트에서 진행하는 필리핀 다이빙 투어를 통한 비지니스
수익 증대

•	제출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에 한하여 2차 활
용 시, 주최사와 협의

• PADI 언더워터 포토그래퍼 스페셜티 코스 판매 및 코스를 받는 동기부여

•	1인 1작품까지 접수 가능하며 합성사진은 출품 불가

•	수중 및 수상 사진&비디오 촬영(드론)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초보 & 기

•	초상권 문제는 주최측이 책임지지 않으며, 타 공모전 입상 사진 및 컴

존 다이버들의 저변 확대를 통한 다이버 교육&장비 판매 확대

퓨터 합성사진의 경우에는 수상자격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함.
•	접수 시, 참가신청서 및 작품소개서 등에 내용이 누락되면 실격의 요인

행사 개요

이 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 필리핀 세부(막탄 워터프론트 에어포트 호텔&카지노)

참가 신청 : 국내외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를 통하여 참가 티켓을 구

일시 : 2018년 6월 2일(토) 17:00~22:00

매를 하고, 최종 티켓 구입 비용은 크레딧 카드로 PADI 아시아 퍼시픽에

참가 대상 : 스쿠버 다이버, 프리 다이버, 수중 사진가(현재 PADI 언더워터

지불해야 합니다. 센터 및 리조트 대표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포토그래퍼 스페셜티 다이버 or 코스 행사 당일까지 수료하신 분/임시 자격

참가 신청 마감 : 2018년 5월 16일

증 인정)

참가 비용 : 115,000원 (1인)

내용 : 수중, 수상 사진 및 영상 콘테스트

참가비용에 포함사항 : 뷔페 저녁 식사, 사진 촬영 대회 참가비, 음료 및

주최 : PADI 아시아 퍼시픽

맥주, 파티, 리미티드 에디션 PADI 티셔츠, 방수백, 멀티 스카프, 스포츠백

후원 : 필리핀 관광청, 세부퍼시픽항공, 격월간스쿠바다이버

&행운 상품 추첨권
항공권 프로모션

사진 콘테스트 참가 요강

•	세부 퍼시픽 항공- 60석 한정/선택 사항이며,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셔

부문 : 광각, 접사, 비디오 클립, 수상 일반

도 무방.

‘My PADI’&‘We Are PAD’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수중 및 육상 촬영

• 항공 운임 : 1인 303,200원(유류할증료 포함)

심사위원 : 구자광, 박준석, 김기석, 김진관, 김부경

• 포함 사항 : 왕복 수속수하물 20KG, 기내수하물 7KG, 인천공항 이용료

시상 내용

•	관련 예약 문의는 정민호 팀장(첨부된 자료를 참고 하시고, 직접 연락
비디오 클립(Vide0 Clips) 일반부문(Vide0 Clips)

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각(Wide)

접사(Macro)

특상

500,000원+부상

500,000원+부상

500,000원+부상

500,000원+부상

• TEL : 02-735-8090/E-mail : air@yeo0.com

금상

300,000원+부상

300,000원+부상

300,000원+부상

300,000원+부상

은상

200,000원+부상

200,000원+부상

200,000원+부상

200,000원+부상

참고 : PADI 아시아퍼시픽에서는 2018 PADI 포토 페스티발의 디너 이벤

작품 규격

트만을 주관하며, 다이빙 투어 예약 및 숙박 등은 각 PADI 센터 및 리조트
에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사진 파일 형식 : JPG, JPEG 및 원본 파일 형식 작품 파일
(※ 최소 3,600*2,400pixel 이상)
• 파일명 : 이름-센터번호-DUP 인정증 번호-촬영 장소-참가부문
(예. Bookyung Kim-S36234-Bohol-#1234AB1234-Wide)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문의처
김부경 E-mail bookyung.kim@padi.com.au
HP : 010-8561-0558/카톡 ID : bk0517,
김진관 E-mail jimmy.kim@padi.com.au
HP : 010-2560-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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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AWAY-LIVEABOARDS
Discover Indonesia Aboard Of The

“ILIKE INDONESIA”

Komodo
Alor
Maluku
Banda Sea
Triton Bay
Raja Ampat
Forgotten Islands

ILIKE INDONESIA는 여러분의 리브어보드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전통적인 선박인 Phinisi(피니시)를 기본으로 다이빙의 편리함을
결합한 특별한 리브어보드입니다. 인도네시아 음식은 물론 다양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열정 넘치는 요리사와 풍부한 경험과 친절을 더한 승무원들이
여러분의 승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양생물과 건강한 산호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은
MSY ILIKE 리브어보드와 함께 여러분의 추억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Discover Maldives Aboard Of The

“MALDIVES EXPLORER”

연중 따듯한 물과 대형어종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다이빙 여행지 중 하나인

MALDIVES 몰디브!
자연 상태의 고래상어와 곳곳에 위치한 클리닝스테이션에서는 만타가오리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만날 수 있는 3~4종의 상어, 예쁜 색상의 물고기들과 커다란 무리를
이루는 물고기 등 편안한 다이빙 환경에서 만나는 멋진 수중세계는
다시 한 번 여러분을 몰디브로 초대합니다.
특히 몰디브만의 특별한 다이빙시스템으로 다이빙과 럭셔리 크루징을
한 번에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됩니다. “Maldive Explorer”의
모든 스텝들은 여러분의 다이빙 여행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약문의 : (주) 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Ⅰbluemjl@hotmail.com

다이빙 강사에 도전하세요.
전문 트레이너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초급교육부터 강사 교육, 테크니컬 다이빙까지
전 과정 한글 교재와 풍부한 경험의 강사진이
여러분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SDI.TDI.ERDI는 강사 후보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054-291-9313
010-4752-9313
diveant@hanmail.net
www.diveant.kr

063-855-4637
010-5654-0717
nonamjin@naver.com
www.nonamjin.com

070-8616-7775
63.927.710.6993
asitakwon@naver.com
seahorsedive.co.kr
카톡: seahorsedive

경상북도 포항

전라북도 익산

필리핀 세부

김동훈/Dive11&Cafe marine

노남진/남진수중잠수학교

권경혁/씨홀스다이브

070-8285-6306
+63.919.301.5555
divestone@hanmail.net
www.mcscuba.com

010-3820-5426
cho-hang1960@hanmail.net
yechon-scuba.com

010-3105-0556
bpg1007@daum.net
cafe.daum: bansdiver

필리핀 아닐라오

경상북도

경기 일산

손의식/몬테칼로리조트

조동항/예천 스쿠버

반평규/반스테크니컬다이브아카데미

010-3516-6034
bsresort4874@nate
www.bsresort.co.kr

010-2797-3737
sc3798kr@naver.com
카톡: sc3798kr

+63.917.737.4647
smric@hanmail.net
paradise-dive.net

경북 영덕 축산

서울, 강원

필리핀 사방

전대헌/푸른바다리조트

이성호/경희대학교

국용관/파라다이스리조트

052-236-7747
010-6270-7330
tdisdiulsan@hanmail
cafe.daum: O2DIVER

010-3569-5522
zetlee2@gmail.com
www.gsscuba.com
facebook: gsscuba2

02-787-0215
010-9031-7825
ann611@hanmail.net
dive2world.com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고성

서울, 수원

이상욱/렛츠고 마린

이주언/고성 스쿠바

권혁기/액션 스쿠버

010-5035-9093
ybc1667@hanmail.net
www.jyrsj.co.kr

053-287-0205
010-6276-0205
tdi205@gmail.com
www.divesun.co.kr

054-251-5175
010-3524-5175

경기도 파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

윤병철/자유로 스쿠버

이성오/데코스탑

김광호/원잠수아카데미

+63.917.321.4949
010-4900-5475
070-4388-4900
clubhari@hotmail.com
www.clubhari.com

031-798-1832
010-5292-1832
vjksj@naver.com
www.apscuba.com
facebook: apscuba

010-7202-2440
dolsoig@hanmail.net

필리핀 세부

서울, 경기

울산광역시

김동준/클럽하리 리조트

김성진/공기놀이 스킨스쿠버

김현우/울산 아쿠아텍

031-776-2442
010-7900-8259
yamasg@hanmail.net
www.tecko.co.kr
facebook: suunto.kr

054-291-9313
010-4752-9313
diveant@hanmail.net
www.diveant.kr

070-8785-2961
010-6629-2961
vnfmsdyd@hanmail.net
www.smdiving.net

서울,경기

경상북도 포항

인천 송도

백승균/(주)테코

최지섭/Dive A&T

변이석/SM다이빙

070-4084-4049
010-3777-0402
holicdive@nate.com
www.holicdive.com

63.917.655.1555
010-5103-3996
diverjerry@gmail.com
www.sunydivers.com
카톡: sunydivers

070-4686-1901
91.5487.5365
Sinchundivers.com
facebook: jaegon chun
카톡: Sinchun 1

필리핀 세부

필리핀 세부

보홀 팡글라오

박준호/홀릭다이브

양경진/써니다이버스

천재곤/신천 다이버스

055-326-1500
010-9325-0159
ys2011a@naver.com
jangyuscuba.co.kr

1855-2514
010-2103-0966
eone.tour@gmail.com
www.ieone.co.kr

010-6239-8593
imgas@naver.com
www.searunway.co.kr
카톡: recon944

경상남도 김해

대구광역시

서울

윤철현/장유 스쿠버

이명욱/스쿠버아카데미

양승환/씨런웨이

010-3879-6060
ds5prr@naver.com
카톡: ds5prr

070-8692-1080
63.917.621.3040
mgdiver@naver.com
www.1psdive.com
카톡: 1psdive

070-8269-6649
010-9999-7015
sudivers@naver.com
www.sudivers.com
카톡: sudivers

울산광역시

필리핀 세부

필리핀 세부

홍성진/문수스쿠바아카데미

김만길/원피스다이브

신상철/수다이버스

010-3674-3501
sunuri@hyundai.com
카톡: sunuri

070-5025-3262
010-2772-0109
instjoojy@gmail.com
www.utsscuba.com

010-2312-7615
055-275-6000
hanfuri@naver.com
divingschool.co.kr
카톡: hanfuri

전라북도

서울, 경기

경상남도 창원

권혁철/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주진영/언더더씨

안제성/바다여행잠수교실

070-8827-4389
010-4123-4389
www.jscuba.co.kr
kakao: jscuba

070-4366-3139
+63.915.331.5875
mangodive.co.kr
카톡: mangohouse24

032-833-3737
010-6237-6641
divesongdo@gmail.com

대구광역시

필리핀 세부

인천 송도

오석재/제이스쿠버

윤웅/망고 다이브

김수은/Tech Korea

010-2554-8700
63.917.103.8857
www.whydive.co.kr
카톡: whydive

070-8836-7922
0915-290-3242
카톡: kko7922
kko7922@hanmail.net
www.aldive.co.kr

010-6320-1091
카톡: sms2744
sms2744@hanmail.net

필리핀 세부/제주도

필리핀 두마게티

대구광역시

홍근혁/WHYDIVE

김광오/ALDIVE RESORT

신명섭/청춘 다이브

2018년 6월 16일 토요일
장소: 서울 올림픽 수영장
재호흡기, 수중스쿠터, 드라이슈트 등 테크티컬 장비를 마음껏 체험해 보세요!
참가신청 및 문의 ㅣ www.tdisdi.co.kr

hq@tdisdi.co.kr

070-8806-6273

I N T E R N AT I O N A L
TRAINING
w w w. t d i s d i . c o m

2018 프로모션
TDI 신규/크로스오버 강사

지금

TDI 신규 강사가 되시면,

10장의 TDI 다이버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NEWS IN DIVING
R

R

R

SDI/TDI/ERDI KOREA
몰디브 리브어보드 재호흡기 다이빙 축제

상하이 DRT

SDI/TDI/ERDI는 2018년 3월 19~26일까지 다이빙의 천국 몰디브(Maldive)

SDI/TDI/ERDI는 4월 6~10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상하이 DRT 쇼에 참가

에서 리브어보드 재호흡기 다이빙 축제를 개최하였다.

하였다. 홍콩 및 중국 지역에 관심 있는 회원들은 중국 지역 전시회를 통하

이번 행사에는 20명의 한국, 중국, 홍콩 및 대만 다이버가 참가했으며 이

여 새로운 네트워크와 사업기회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중 16명이 재호흡기 다이버로 참가하였다. 한 행사에 16명의 재호흡기 다

전시회에 관심이 있는 회원 및 강사들은 SDI 본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이버가 참가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만큼 여러모로 의의가 큰

이메일 : hq@tdisdi.co.kr / 전화 : 070-8806-6273

행사였다. SDI/TDI/ERDI 한국본부는 앞으로도 재호흡기 및 테크니컬 다이
빙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예정 사항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
SDI/TDI/ERDI는 2018년 5월 10(목)~17일(목)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레이
너 과정(ITW)을 실시한다.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는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4. 강사 평가관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다이빙 강사로서 새로운 도전과 사업확장을 모색하고, 많은 노하우와 경
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강사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SDI/
TDI/ERDI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
이메일 : hq@tdisdi.co.kr / 전화 : 070-8806-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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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DRT

Mission Tech

SDI/TDI/ERDI는 6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광저우 DRT 쇼에 참가한

SDI/TDI/ERDI는 6월 16일(토) 수원 월드컵 수영장에서 Mission Tech 행사

다. DRT 쇼는 Diving&Resort 전시회로서 아시아의 모든 다이빙 관련 산업

를 개최한다.

의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시회로 중국, 홍콩, 싱가폴, 필리핀 등 아시

Mission Tech은 테크니컬 장비 체험행사로, 고가의 테크니컬 장비의 부담

아 곳곳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이다.

으로 인해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나 선뜻 접하기 힘들었던

광저우는 중국 10대 도시 중 하나로 인구 천이백만이 넘는 도시로 홍콩과

다이버 또는 프리랜서 강사님들에게 각 업체의 드라이슈트, 더블탱크, 스쿠

인접한 중국 남부의 중요한 상업 도시이며, 하이난섬 같은 휴양지와도 가

터, 재호흡기 등을 직접 수중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행사

까워 규모가 큰 다이빙 샵 등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다.

이다. 참가업체는 TDI 회원이 운영하고 있는 수입 업체로 아쿠아텍(성재일),

홍콩 및 중국 지역에 관심 있는 회원들은 중국 지역 전시회를 통하여 새로

텍포유(김도형), 대호무역(조준호)이 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품으로는

운 네트워크와 사업기회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더블, 사이드마운트 시스템, 드라이슈트, 스쿠터, 재호흡기 등이 나올 예정

전시회에 관심이 있는 회원 및 강사들은 SDI 본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이다. 참가를 원하는 다이버는 SDI/TDI/ERDI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

이메일 : hq@tdisdi.co.kr / 전화 : 070-8806-6273

여 5/25일까지 신청하기 바란다.
참가 및 문의 www.tdisdi.co.kr / 070-8806-6273

재호흡기(CCR) 다이버 교육

일반 스포츠 다이버가 사용하기에도 매우 편하고 간편하다.

SDI/TDI/ERDI는 6월 6(수)~13일(수)까지 7박 8일간 Inspiration과 SF2 1, 2

SF2는 독일 Scuba Force사의 재호흡기로 외관이 파이버글래스로 제작되

단계 다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어 매우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있고 구조 또한 간단해서 청소 및 유지 관

Inspiration은 이전 Evolution의 개량형으로 영국 AP사에서 만들었으며 세

리가 아주 간편하다. 카운터렁이 등뒤에 있어 테크니컬 다이버가 균형잡기

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완전폐쇄식 재호흡기(CCR)이다. 카운터렁과 부

에 매우 편하며 센서 등의 전자기기가 헤드라는 부분에 밀폐되어 있어 침수

력조절기까지 일체형으로 컴팩트하고 가벼우며 박스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

및 오작동에 강하다. 재호흡기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는 가까운 TDI 재호흡

으로 물의 저항이 적다.

기 강사 혹은 TDI 한국본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또한 AP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는 일체형 컴퓨터와 부저 시스템 등으로

이메일 : hq@tdisdi.co.kr / 전화 : 070-8806-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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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 페스티벌(대만 녹도)

Diving Pool Paradise

SDI/TDI/ERDI는 6월 25~27일까지 타이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뤼따오(綠島
Green Island)에서 재호흡기 다이빙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본 행사는 재호흡기 다이빙의 활성화와 정보교환을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적인
행사로 참가대상은 단체와 관계없이 재호흡기 자격증을 보유한 다이버들은 누
구나 참가할 수 있다.
뤼따오(綠島)는 타이완 타이둥에 있는 면적 17.33㎢의 화산섬이다. 타이둥시에서
약 33㎞ 떨어져 있으며, 태평양상에 자리잡고 있다. 연중 따뜻한 수온과 투명한
시야로 타이완 다이빙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상시개장
365일 24시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수중테마 중심의 조각품 투하설치
놀이중심의 기능성 잠수풀(알까기 외 2종)
선명한 수중거울(최초 시도)
편리한 부대시설(반경 5m 이내)
쾌적한 최고의 실내환경과 시야
(수증기, 연무와 결로현상 제거)

이번 행사에는 SDI/TDI/ERDI KOREA, CHINA, HONG KONG과 타이완의 SF2
eCCR 총판인 Spring Fish Diving Club이 함께 주관한다. 한국, 중국, 홍콩, 일
본 지역의 재호흡기 다이버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한다. 비
용은 항공료 제외하고 약 $1,000이 소요될 예정이다.
추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12기 장학생 강사 과정
SDI/TDI/ERDI는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장학생 강사 과정을 6월
28일(목)~7월 6일(금)까지 8박 9
일간 진행한다.
장학생 강사 과정은 2007년 1
기 장학생 강사 과정을 시작으로
2017년 11기 과정까지 많은 장학생
강사들이 배출되어 각 출신대학,
소셜 커뮤니티, 미디어, 국내/외 리
조트, 교육협회, 여행사, 장비회사
등 다이빙 산업 전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 스포츠 다이빙 강사(SDI) 교육비, 평가비, 등록비 전액 지원
•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 등록비 전액 지원

Mares의 신뢰와 명성

• 강사 교재 및 교육 관련 패키지 지원
지원자격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 2018년 당월 현재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만 18세 이상)
•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기관의 다이브마스터 자격 소지자(또는 과정 개시 전
까지 취득 예정자)
•	국제 공인 기관의 CPR, 응급처치(First Aid), 산소공급자 자격 - 장학생 과정
중 교육/취득 가능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 마레스 랩(A/S) 지정점
▶ 마레스 전 품목 전시장
▶ 타사 제품도 취급
▶

• 다양환 환경과 수심에서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일정 및 장소
• 교육 일정(개방수역 포함) : 6월 29일(목)~7월 7일(금)
• 교육 장소 : 미정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대표번호) 010-3735-4942
대표 :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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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and dive with us!
스쿠바 다이빙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65년이 넘는 BSAC 역사 또한 몇몇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BSAC는 다이빙 기술을 가르치는것이 아니라,
함께 다이빙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BSAC KOREA

www.bsac.co.kr

bsackoreahq@naver.com T : 1899-0231 FAX : 031-711-9793

Adventure with Experience, BSAC KOREA
BSAC KOREA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윤국철(서울)
가자 세계로
010.5150.5674
phils114@hanmail.net

최종인(서울)
J-MARINE
010.5275.0635
spkji@naver.com

정상근(서울)
BLUE MARINE
010.3775.5718
skjeong@uos.ac.kr

김윤석(제주도)
COBA DIVING SCHOOL
010.5254.7710
sesplus@hanmail.net

010.3591.0133
khan0426@hanmail.net

황철상(제주도)
010.5580.3971
kanlg@naver.com

서동수(경상도)
부산잠수센타
010.2957.5091
marinessu@hanmail.net

장동국(강원도)
Flipper Diving Centre
010.4703.8110
judo-dk@hanmail.net

최경식(경상도)
원잠수해양리조트
010.6823.4277
seaonee@hanmail.net

이민수(서울)
AQUA ZONE
010.7166.4656
ovlcman@naver.com

박재경(경상도)
WOW SCUBA CLUB
010.2560.2383
gyoungo@hanmail.net

김용식(필리핀)
M.B.OCEAN BLUE
070.7518.0180
dive1@naver.com

김옥주(전라도)
MARINEBOY
010.7227.5375
sociology99@naver.com

이진영(서울)
J.Y.SCUBA
010.6211.1847
lOj1y2@nate.com

이상호(경상도)
BUBBLE STORY
010.2504.8184
rcn8xx@naver.com

박성진(경상도)
원잠수다이빙센타
017.872.0309
tjdwls0070@hanmail.net

최우집(서울)
Seoul Sports Center
010.7296.7522

이우철(경기도)
BogleBogleDiving
010.6390.7411

cwoo752275@hanmail.net

beckham7411@hamail.net

이기호(경기도)
MP KOREA
010.5003.2255
mcbobos@hanmail.net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김한(경기도)
HEALING SCUBA CENTER

Learn to Scuba Dive with... BSAC KOREA
젊은 다이버들의 모임
HEALING SCUBA CENTER

010-4109-6831
010-3591-0133

서
010-3757-6333

Club Blue Marine

010-3775-5718

Yangyang Leisure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46 금강리빙스텔
512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오륜빌딩 1108호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1길 3

010-7296-7522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지하 1층

J-MARINE

010-5275-0635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6번지 1층

뉴서울다이빙풀

010-3732-4942

BogleBogleDiving

010-6390-7411

인어와 마린

010-5346-3333

Poseidon Sub Aqua Club

010-3636-9596

The Sea Pirate

010-6361-6549

MARINE BOY

010-7227-537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352-3번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78
로얄스포츠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58-4번지
N타운 403호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523
용인대 화랑

라

010-2286-332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35-13

DIVING WORLD

010-4691-6663

전남 여수시 봉산동 246-16 다이빙월드

Aura Scuba & Tec

BRAY.SABANG, PUERTO GALEAR,
63-917-865-7448 PORIENTAL MINDORO, PHILIPPINES
5203

ATO Resort & Dive Center

070-8638-4547

M.B. OCEAN BLUE

070-7518-0180

BLUE DREAM CEBU

070-4644-7005

BLUE DREAM PALAU

070-5025-7005

CSAC

070-4028-4563

Blueshark Diving Center

63-927129852

GUAM OCEAN DIVERS

671-688-2725

Club CEDA

070-4366-2400

EDEN DIVE

070-4645-0979

전북 남원시 요천로 1541-3(죽항동)

P.O.BOX 1547 Koror, palau
47151 Morse Tessace Fremont,
CA 94539
Blueshark Dive Center,Buyong
Maribago LapuLapu City,
Cebu Phillipine
198 PARAISO STREET TAMUNING,
GUAM 96913
Club CEDA, Hadsan Beach Complex,
Brgy.Agus, Lapulapu City, CEBU
Phillipine, Bohol, Panglao,
clijo redpartm resort

010-5127-6887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1길 37

유원레포츠

010-5364-0333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32

씨드림 리조트

010-5365-1247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39-1

GOGOGO RESORT

010-9304-6897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 455-3

Aqua Gallery Marine Resort

010-3372-1401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48-11

FLIPPER Divng Centre

010-4703-8110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30-1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길 93-5

010-4572-6607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66 송호대학교

THE KRAKEN SKINSCUBA

010-3026-099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1121 A동 2층

Anemone

010-2935-1355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2길 48-1

다사 스쿠버

010-3798-939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왕선로 58

WOW SCUBA CLUB

010-2560-2383

부산 영도구 동삼2동 1035-8

부산잠수센타

010-2957-509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66-24

블루드림호&스킨스쿠버

010-7761-584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로 80 1층

BUBBLE STORY

010-2504-8184

울산 남구 삼산동 1479-1, 굿모닝클리닉

수중날개 스킨스쿠버

053-582-1078

경북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 310번지

원잠수해양리조트

010-6823-4277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314

1Day 2 Tank

010-9073-8537

울산광역시 동구 양지 5길 12-15

COBA DIVING SCHOOL

010-5254-7710

제주 제주시 서해안로 216

걸라스쿠버

070-4418-9891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흙담솔로 26-2

BLUE MARINE DIVE CENTER

010-5141-9797

제주도 서귀포시 월드컵31 월드컵경기장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010-5580-3971

제주도 제주시 516로 2870(영평동)
제주 국제대학교1호관 1108-1호

4202,solo,Mabini,Batangas, Philippines
Panagsama Beach 6032, Moalboal,
Cebu, Philippines
Queens Land Beach Resort Punta
Engano Mactan Cebu

Pax Scuba House

010-4340-5528

주

외

010-3115-1289

강원도 강릉 사천면 사천진리 86-39

모래기 스쿠바

제

해

남원 스쿠버 아카데미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74-16

010-5144-1155

Leports Manager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 체육대학

GSAC

010-9058-9933

해원다이브리조트

청

010-4118-6100

영진아쿠아존

충

전

Diver Factory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103

상

기

010-8875-7778

경기도 광명시 하얀3동 61-1
조일프라자 B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동안길 100
그린환경센터 문화관 스쿠버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6-3
에이스타워

010-6370-0678

경

경

그린센터 스쿠버 풀장

원

Seoul Sports Center

강

울

BLUE SCUBA

서울시 종로구 낙산길 198

www.bsac.co.kr
www.facebook.com/BSACKOREA
1899-0231
가까운 지역의 센터에서 다이빙 교육 및 상담문의

NEWS IN DIVING

BSAC KOREA
코바 다이빙 스쿨 스쿠버 강사해양교육 및 평가 과정 완료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워크샵

지난 3월 14~18일까지 제주의 코바다이빙 스쿨(김윤석 트레이너) 주최로 IFC

지난 4월 27~30일까지 강원도 양양의 플리퍼 다이빙 센터에서 어드밴스드

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3월 22~26일까지 필리핀 사방(아우라 리조트)에서 강

인스트럭터 트레이너(AIT)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BSAC의 고급 다이버 과정인

사훈련과정과 평가가 진행되었다. 총 4명(박정호, 김동오, 방효진, 황영하)의

다이브 디렉터 커리큘럼의 검토와 재고를 통하여 AIT의 교육활동을 고무시키

강사후보생의 평가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으며, 스탭으로는 박종섭 평가관이

기 위한 과정이었다. 예전 과정에 비하여 강조되고 있는 SDC 과정들의 커리큘

함께 참가하여 훈련과 평가를 마무리하였다.

럼 전달과 검토가 있었으며, 앞으로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훈련에서 필요한
SDC 과정들에 대한 훈련과 평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였다.

대학생 강사 교육 참가자 모집
대학생 강사교육이 올해 하반기에 개최된다. BSAC Korea는 올해에도 대학
생 지원을 확대하여 현장에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워크샵

서 활동하는 젊고 참신한
강사들의 배출을 늘릴 수

지난 4월 21~26일까지 BSAC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필리핀

있도록 하였다. 평가를 포함

사방의 아우라 리조트에서 개최된 이번 과정에는 이유식(대구 수중날개) 강

한 전체 일정은 7월 2~10

사과 안재만(포세이돈 서브 아쿠아 클럽) 강사가 참가하였다. 트레이너 워크

일까지이다.

샵 프로그램은 강사 교육 전반에 관련한 내용 전달과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
정이며, 진행과 평가 능력에 대한 훈련이 함께 이루어진다.

참가 신청을 위한 안내

BSAC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는 사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강사들을 대

• 혜택 : 교재비, 교육비, 평가비 및 강사 등록비 무료

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세미나 형식의 워크샵 과정에 참가해야 하며, 이 과정

• 기간 : 7월 2~10일까지

을 이수한 후보자들은 본인에 의해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최종 승인과정

• 문의 : T. 1899-0231

(Approval course)을 거쳐 정식 등록(Approved Instructor trainer)을 하게 된

• 참가 후보자 선정은 서류 전형 후 총 10명을 선정하여 선착순 마감한다.

다. 정식 등록 트레이너는 강사기본과정(IFC)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 참가 신청서는 홈페이지의 행사안내 게시판에 첨부된 서류를 다운받아

각종 SDC 과정을 위한 강사 트레이너로서도 활동할 수가 있다.

작성 후 본부로 발송해야 한다(참가신청서, 건강진술서 등)

상반기 BSAC 행사 진행 안내
• 수중사진(초급, 중급) : 5월 21~22일 (클럽 블루마린)
•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 5월 26~27일 (플리퍼다이빙센터)
• 산소처치 : 5월 27일 (버블스토리)
• 스포츠사이드마운트 : 5월 31일~6월 3일 (서울스포츠센터)
• 강사해양과정 및 평가 : 6월 6~10일(해원다이브리조트)
• 대학생 강사 과정 및 평가 : 7월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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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SCUBA) Intl.

Former

영덕 제이다이버스 (전길봉)

부산 씨킹스쿠버 (배봉수)

부산 아쿠아리우스 (백인탁)

서울 서울YMCA (류지한)

동해 DR-PDIC (김성문)

054-732-8884, 010-5466-7375
jdivers@naver.com

051-405-1339, 010-3853-5085
cafe.daum.net/DIVERZU
www.seakingscuba.com

051-744-2194, 010-6420-7535
busan100@gmail.com
blog.naver.com/skinscuba100

02-738-7799, 010-5312-7851
ymcacpr@daum.net
www.ymcalesuire.kr

010-5364-4747
pegym@hanmail.net

대전 K-다이버스 (김영기)

광주 와이스쿠바 (박찬)

대전 대전잠수교실 (이인환)

광주 와이스쿠바 (최영일)

부산 부산스쿠버아카데미 (박복룡)

070-7627-5900, 010-5420-8844
tel5177@hanmail.net

010-3689-4100
scubajjang@gmail.com

042-625-6533, 010-8259-6091
pdicins@daum.net
www.escuba.kr

062-269-8484, 011-601-2394
minos993@naver.com
www.yscuba.co.kr

051-503-8896, 010-8384-8837
just3477@naver.com
www.scubaschool.co.kr

전북 전주스쿠버 (서규열)

대전 탑-다이버스 (정구범)

부산 동부산대학교 (심경보)

창원 PDIC-SEI 경남교원센터 (정세홍)

063-226-4313, 010-3600-8805
skr1114@naver.com
www.jeonjcuba.com

042-585-0528, 010-8456-2591  
optpro@naver.com

051-540-3775, 010-9313-9029
rokmc688@hanmail.net
www.dpc.ac.kr

010-3860-0567
yjs4049@naver.com

서울 한국민간해상보안협회
PMC훈련센터 (배민훈)
02-338-3517, 010-5208-3517
http://blog.naver.com

인천 (사)한국구조인협회 (피성철)

거창 (주)거창수상인명구조대 (신성규)

청주 청주마린스쿠버 (정진영)

부산 고신대학교 (김성진)

부산 킴스마린 (김학로)

010-5419-1436, www.dhuc.co.kr/
pi9511@hanmail.net
cafe.daum.net/korea.lifesaver

055-943-8526, 010-5711-9448
cafe.daum.net/tgtg119
www.거창수상인명구조.kr

043-292-4578, 010-4578-1188
cafe.daum.net/marinscuba
wlsdud7723@naver.com

051-990-2263, 010-3583-2363
sjkim@kosin.ac.kr

010-3804-3862
kimsmarine@naver.com
www.kimsmarine.co.kr

■ 우리는 다른 어떤 교육단체보다 완성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즐거움, 안전,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 우리는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고의 교육자료와 교육과정 그리고 직접 해보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 우리의 교육과정은 다이버와 짝이 물 안이나 밖에서 독립적일 수 있도록 교육하게 고안되었습니다.
■ 우리 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다이빙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이버가 됩니다.
전남 수중세계 (조현수)
010-3500-2686, 061-721-8006
cafe.daum.net/scuba8006
scuba3985@hanmail.net

■ 강사 여러분이 다이빙 센터를 통해서 교육할 필요 없이 유연함을 제공하기에 독립강사 여러분에게도 적합합니다.
■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24개국과 미국 35개 주에 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50년 이상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전통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는 장애가 있는 다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우리는 친절하고 지식이 풍부하며 헌신적인 스텝과 함께 다이버와 강사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www.sei-pdic.com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9년, 최초의 스쿠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를 양성한 YMCA SCUBA!
1969년, 최초의 전문 스쿠버 강사 양성 대학, 최초의 스쿠버 구조 프로그램 개발 PDIC!
2008년, YSCUBA의 역사를 이어 한층 더 발전된 세계 최고의 비영리 다이빙 협회 S.E.I !
2011년, 세계 최고의 다이빙 교육지도자 연합회 S.E.I-PDIC International 창설! WRTSC의 멤버!
2016년, 57년의 영광스런 역사를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TRAINING PROGRESSION
MASTER DIVER LEVEL 4
ADVANCED DIVER LEVEL 3
ADVANCED DIVER LEVEL 2
ADVANCED DIVER LEVEL 1

SPECIALTIES

LEADER LEVELS

COURSE DIRECTOR
U/W Navigation
U/W Archaeology
Search & Recovery/Public Safety
INSTRUCTOR TRAINER
Reef Ecology
Nitrox Diver
INSTRUCTOR
Night Diver
Ice Diver
Full Face Mask Diver
ASSISTANT INSTRUCTOR
Equipment Service
Dry Suit Diver
DRAM Rescue Diver
DIVEMASTER/DIVE SUPERVISOR

OPEN WATER DIVER
Scuba Introduction
Diver Refreshed – Review & Update
Snorkeling

S.E.I. is the only US organization to offer dual certifications with CMAS
through the Underwater Society of America
The knowledge and skill-based programs offered by PDIC are a result of many years as
a member of the World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 (WRSTC) that is responsible
for forming and maintaining standards for scuba instruction.

www.sei-pdic.com

DIVER LEVELS

NEWS IN DIVING

PDIC/SEI/YMCA
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스킨스쿠버 강습회

제6회 EAYUN 대회 및 제3회 EAYUN Aquatic TF 워크샵에 참여

대한민국 해양경찰에서는 요원들의 수중환경 구조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

서울YMCA는 5월 5~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호주 빅토리아 YMCA에

중잠수 다이버 과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서와

서 개최하는 제6회 EAPUN 대회 및 제3회 EAPUN Aquatic TF Workshop

통영해양경찰서에서는 국제잠수지도자교육센터(PDIC-SEI 본부)와 협력하

에 참여한다. 국제규격화 된 YMCA 수상안전(Water Safety) 프로그램 개발

여 1차 68명의 다이버 양성을 위하여 부산 DIT 잠수풀과 창원실내수영장

에 협력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생존안전수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잠수풀에서 우수한 스쿠버다이버 양성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국적 시민안전문화와 교육 보급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다. 또한 YMCA 시민

심상우교수를 비롯한 김덕환, 김근한, 이승현 강사가 통영해양경찰서는 윤

안전본부 4월 15일과 5월 13일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YMCA 공동체 프

대건 대표(DIT 잠수풀)가 김선우, 이준 강사가 최선으로 안전하고 알찬 교

로그램 프로젝트인 세계 어린이, 청소년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안전&

육을 진행하였다. 감사합니다.

수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YMCA 수상안전(Water safety) 수영 프로그램
의 표준화’를 위하여 ‘제1차 서울YMCA 생존안전수영 지도자 양성 강습회’
를 시행한다.

김학로 강사 트레이너 보트조종면허장 운영

강사 트레이너 양성 과정 개최

PDIC-SEI 김학로 강사트레이너는 부

PDIC-SEI 강사 트레이너 프로그램은 최고의 지도자 자격을 갖춘 전문 스

산강사 보트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

쿠버 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획된 PDIC-SEI 최고 레벨의 지도자 자격

기관을 책임운영자로서 교육을 진행

과정이다.

중이다. PDIC-SEI 코리아 멤버들을

PDIC-SEI 강사 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까지 양성할 수 있는

위하여 별도의 단체 교육도 운영한다.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만21세 이상 스쿠버 강사 경력 2년 이상과 각 레

현재 2018년 7차 교육을 모집 중이며

벨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무시험 취득 교육 일정으로 총 36시

일정 : 2018년 5월 26일~6월 10일

간(이론 20시간, 실기 16시간)을 통하

문의 : 한국 본부 010-4440-1339

여 면허증 발급 수료 과정을 매월 시
행 중이다. 면허 취득 후 5마력 이상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교육이수과정 강습회 개최

의 엔진을 사용하는 고무보트에서 부터 20톤 미만까지의 모든 수상레저기
구를 (보트, 수상오토바이등)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의 조종면허증을 해양경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수상

찰청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서울YMCA와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2018년

• 교육신청 : 051-972-3872, 010-3804-3862

제3차 교육이수과정 64시간 강습회를(한국해양대 : 4월 14일~5월 20일,

• 책임운영자 : 김학로 사업본부장

서울YMCA : 4월 21일~5월 20일) 개최한다.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국가

• 주소 :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50. 4층 401호
(부산강서 보트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기관)

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은 서울YMCA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최고의 최
정예 수상구조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문의 : 서울YMCA 02-738-7799 / 한국해양대학교 051-410-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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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PALAU

I♥PALAU Dive Resort
전화
현지

070-7436-3308
+ 680-775-2257

⇢ 대표 곽윤석(Romeo)
⇢ 메일 jywang81@hotmail.com
⇢ 카톡 palauromeo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특징
해변에 위치한 불루오션뷰호텔내에 위치
호텔내에 수영장이 있어 다이빙 교육이 용이
대형 스피드보트 소유하고 있어 편안한 다이빙
친절한 강사진으로 다이빙 진행
전화만 하면 공항 픽업부터 다이빙 후 공항 센딩까지
완벽한 서비스 제공

디카, 필카 불문하고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수중사진 교육과 투어, 촬영장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 작품집 및 편집대행, 촬영용역

황스마린포토서비스
Hwang’s marine photo service

Tel. 064-713-0098, 010-3694-0098
Fax. 064-713-0099
제주시 우령6길 57 (1층)
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나이트록스 다이버
EANx Diver

딥 다이버

Deep Diver

-40m

테크니컬 다이버

-50m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er

놈옥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Normoxic Trimix Diver

)
（동굴
CAVE

K(침

몰선

Rebreather

)

-90m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120m

Expedition Trimix Diver

(재호흡기)

퍼실리티

강사

IANTD KOREA(서울 02-486-2792)
DIVE LUDENS(성남 010-4612-7374)
MERMAN(서울 010-5053-6085)
OK 다이브 리조트 (속초 010-6215-1005)
The Ocean(서울 070-4412-0705)
강촌스쿠버(강촌 010-3466-4434)
굿 다이버(제주 010-3721-7277)
그랑 블루(양양 010-7380-0078)
금능 게스트 하우스(제주 010-3008-4739)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010-3732-4942)
리쿰 스쿠버(서울 010-3542-5288)
마리오스쿠버(대구 010-7526-4255)
마린파크(서울 010-3398-8098)
삼척 해양 캠프(삼척 011-9969-0880)
씨 텍(부산 010-2860-8091)
아이 스쿠버(서울 010-7139-0528)
아쿠아프로(서울 010-5306-0189)
익스트림(서울 010-3891-1391)
지상의 낙원(서울 010-8967-8283)
칸 스쿠버 리조트(인구 010-8716-1114)
캡틱하록 리조트(삼척 010-6375-3572)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테코(성남 031-776-2442)
호승잠수 리조트(포항 054-256-2566)
해양 대국(욕지도 010-7358-7920)
해원 다이브 리조트(강릉 010-5144-1155)

강경택 (EANx)
강성인 (EANx)
강영철 (Adv. EANx)
강인한 (EANx)
고승우 (Adv EANx)
고종연 (Adv. EANx)
고학준 (EANx)
곽상훈 (Adv EANx)
권경호 (EANx)
권다의 (EANx)
권병환 (EANx)
권정웅(EANx)
김광호 (Adv. EANx)
김기종 (Adv EANx)
김기봉 (EANx)
김경백 (EANx)
김경진 (Adv. EANx)
김대철 (EANx)
김동원 (Adv. EANx)
김동배 (EANx)
김동혁 (EANx)
김동현 (EANx)
김명옥 (EANx)
김민석 (EANx)
김민중 (EANx)
김봉관 (EANx)
김상길 (Adv. EANx)
김상윤 (EANx)
김석중 (Adv. EANx)
김수연 (EANx)
김성목 (EANx)
김성진 (Adv. EANx)
김성준 (EANx)
김성현 (EANx)
김영목 (EANx)
김영중 (Adv. EANx)
김영진 (EANx)
김용선 (Adv. EANx)
김용식 (Adv. EANx)
김용환 (EANx)
김우승 (EANx)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파도 리조트(세부 070-7578-7202)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김우진
김윤석
김재만
김정수
김종학
김진성
김진혁
김태한
김형규
김희명
김현중
김혜훈
류학열
문남이
문석래
문홍주
박기용
박상우
박상욱
박상용
박우진
박인균
박인철
박주은
박준오
박진우
박진영
박진만
박재형
박추열
방제웅
배창수
백명흠
서기봉
서계원
서동욱
서동욱
서원일
서윤석
서해성
서한덕

(EANx)
(Adv. EANx)
(EANx)
(EANx)
(Adv.EANx)
(Adv.EANx)
(EANx)
(Adv.EANx)
(EANx)
(EANx)
(EANx)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EANx)
(Adv. EANx)
(EANx)
(EANx)
(EANx)
(Trimix)
(Adv.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WR
EC

-30m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레저
다이빙

-18m

성용경 (Adv. EANx)
손경훈 (Adv. EANx)
손용희 (EANx)
손종국 (EANx)
손종욱 (Adv. EANx)
송문희 (EANx)
송성환 (EANx)
송윤상 (Adv. EANx)
송의균 (EANx)
송태민 (EANx)
신길용 (EANx)
신상규 (EANx)
신동연 (EANx)
신명철 (EANx)
신민철 (Adv. EANx)
신연수 (Adv. EANx)
심현경 (EANx)
안종달 (EANx)
안태규 (EANx)
양민수 (Adv. EANx)
양명호 (Adv. EANx)
양성호 (EANx)
양용석 (EANx)
양인모 (Adv. EANx)
엄민용(EANx)
염태환 (Adv. EANx)
오기택 (EANx)
오명석 (Trimix)
오영길 (EANx)
오영돈 (EANx)
오춘수 (Adv. EANx)
우대희 (Adv. EANx)
유기정 (Adv. EANx)
유상민 (Adv. EANx)
유승재 (Adv. EANx)
유재종 (EANx)
윤두진 (Adv. EANx)
윤병수 (EANx)
윤성환 (EANX)
윤승녕 (EANx)
윤종한 (EANx)

윤형만 (EANx)
이경인 (EANx)
이기평 (EANx)
이근모 (EANx)
이동준 (EANx)
이미숙 (EANx)
이민구 (Adv. EANx)
이문용 (EANx)
이상범 (Adv. EANx)
이상욱 (EANx)
이상준 (EANx)
이상희 (Adv. EANx)
이신우 (Adv. EANx)
이수한 (Adv. EANx)
이우민 (Adv. EANx)
이영권 (EANx)
이웅규 (EANx)
이윤정 (EANx)
이재민 (Adv. EANx)
이재윤 (EANx)
이주영 (EANx)
이주헌 (Adv. EANx)
이주현 (Adv. EANx)
이대균 (Adv. EANx)
이태복 (EANx)
이학규 (EANx)
이호석 (Adv. EANx)
이행식 (Adv. EANx)
임길붕 (EANx)
임안 (Adv. EANx)
임영석 (EANx)
임동엽 (Adv. EANx)
임용한 (Adv. EANx)
임용호 (EANx)
임재환 (EANx)
임형진 (EANx)
장갑석 (EANx)
장두기 (EANx)
장용배(EANx)
장재용 (Adv. EANx)
장현욱 (EANx)

전선균 (EANx)
전우철 (Technical)
전환운 (EANx)
정경원 (Adv. EANx)
정병국 (EANx)
정석환 (EANx)
정승규 (EANx)
정승욱 (EANx)
정종보 (EANx)
정재홍 (EANx)
정해진 (EANx)
조문신 (Technical)
조민구 (Adv. EANx)
조민석 (EANx)
조성호 (Adv. EANx)
조승원 (Adv. EANx)
조영철 (EANx)
조성우 (EANx)
주광철 (EANx)
지승용 (EANx)
지혜자 (Adv. EANx)
진호산 (EANx)
천대근 (EANx)
천세민 (EANx)
천세은 (Technical)
최규옥 (EANx)
최경준 (EANx)
최경호 (Adv. EANx)
최민석 (EANx)
최선호 (EANx)
최수영 (Adv. EANx)
최승천 (Adv. EANx)
최태현 (Adv. EANx)
한길형 (Normoxic Trimix)
한덕수 (EANx)
한승용 (EANx)
허정일 (EANx)
황일권 (EANx)
황종규 (Adv. EANx)

INSTRUCTOR TRAINER

홍장화

강덕권

강신영

고석태

김강태

김영삼

TRIMIX ITT
010-3724-5865

Adv EANx IT
010-9611-1699

Adv EANx IT
010-9221-2443

Technical IT
010-6774-2408

Technical IT
010-3111-0705

Technical IT
010-3205-1803

김정숙

김창환

김흥래

문성원

박진수

서일민

Technical IT
010-4325-3618

Technical IT
010-3008-4739

Adv. EANx IT
010-7380-0078

Adv. EANx IT
010-3099-1128

Adv. EANx IT
010-2591-1969

Adv. EANx IT
010-8969-0880

서재환

송한준

안승철

오현석

오현식

유근목

Adv. EANx IT
010-2860-8091

Adv. EANx IT
010-5225-3182

TRIMIX IT
010-2797-1381

Adv. EANx IT
010-6215-1005

Adv. EANx IT
010-5327-4579

Technical IT
010-9109-2802

이민호

이원교

이춘근

이홍석

이효진

정영환

Adv EANx IT
010-8967-8283

Adv. EANx IT
010-3542-5288

Adv. EANx IT
010-7139-0528

Adv. EANx IT
010-8988-0254

Adv. EANx IT
010-4900-9332

Adv. EANx IT
010-2564-5656

정철희

최임호

한승곤

황영민

황영석

Adv. EANx IT
010-3466-4434

Adv. EANx IT
010-9221-9899

Adv. EANx IT
010-3376-7078

Technical IT
010-3121-6748

Technical IT
010-7556-3624

NEWS IN DIVING

IANTD KOREA
IANTD KOREA 개해제

강사 트레이너 강습공지

2018년 4월 7(토)~8일(일) 양일간 양양군 동산리에 위치한 그랑블루 리조

2018년 6월 25~30일까지 필리핀 수빅에서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실시한

트에서 실시하였다.

다. 태평양수중 필리핀 지점과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효진

그랑블루 리조트는 김흥래 강사 트레이너가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객실, 화

강사 트레이너의 초대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과정을 위해서 2018년 기준

장실, 샤위장, 건물 내부와 외부를 다이버들의 편의에 맞게 새롭게 인테리어

과 절차 번역이 완료되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과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토

하였다. 7일 오전에 다이빙으로 개해제 행사를 시작하였으며, 저녁 식사로

론을 할 예정이다. 진행은 홍장화 본부장과 해양대 강신영 교수님이 진행을

오리 주물럭, 족발 수육, BBQ, 어묵탕 등으로 파티하였다.

할 예정이다.

다음날 아침 식사 후 그랑블루 리조트 앞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IANTD

수빅은 난파선 다이빙으로 유명하며, 기간 중에 장소를 선정하여 난파선 다

다이버, 강사, 강사 트레이너들과 2018년 개해제를 실시하였다. 진행은 울산

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사 트레이너들의 업데이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기정 강사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올해의 안전과 즐거운 다이빙을 기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개해제를 마쳤다.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리조트 대
표인 김흥래 강사 트레이너 및 스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
석해주신 IANTD KOREA 멤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018년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이 되길 기원한다.

트라이믹스 과정 공지
2018년 7월 19~29일까지 트라이믹스 과정을 실시한다. 장소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EANx, 딥 다이버,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테크
니컬 다이버, 놈옥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트라이믹스 다이버, EANx 블랜더,
트라이믹스 블랜더 과정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강사 및 다이

NEW 원형 스티커 출시
새로운 원형 스티커가 출시되었다. IANTD 30주년 기념하여 제작된 로고이
고, 원형 중앙 부분에 ‘EST. 1985’가 인쇄 되어 있다. 원형 스티커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이버 키트 포함되어 있으면 개별 10개 단위로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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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도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

여름캠프 공지

울산 노틸러스 개해제

7월 28일~8월 6일까지 IANTD KOREA 여름캠프를 제주 수중산책(금능 마

2018년 3월 31일(토)~4월 1(일) 양일간 포항 신항만에 위치한 호승잠수(대

린게스트 하우스)에서 실시한다. IANTD 멤버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레저

표 백철호)에서 개해제를 실시하였다. 신항만 앞바다는 수심 변화가 적고,

다이빙 이외에도 더블 실린더 다이빙,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수중 스쿠터,

수중 경관과 어족 자원이 풍부하여 초보 다이버들과 교육 포인트로 적합

난파선 다이빙, 탐사 다이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곳이다. 31일 2회 다이빙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황영석 트레이너 주관으

수중산책은 기존 위치에서 2분 거리에 비양도와 한라산이 한눈에 보이는 곳

로 수중 스쿠터(DPV)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세미나를 끝나고 저녁식사와

으로 3층 규모에 방 6개 및 편의시설을 갖춘 신축 건물로 장소를 이전하여

다과시간으로 전야 행사를 마쳤다. 26일 개해제 행사는 노틸러스 가족 회

운영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본부 사무실로 연락 주기 바란다.

원들이 모두 모여 용왕님께 무사 안전 제를 올린 후 1회 다이빙을 실시 후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노틸러스 팀에 무궁한 발전과 안전 다이빙을 기
원한다.

제주 수중산책 개해제
제주도 대표 다이빙샵인 제주 수중산책(대표 김창환, 제주시 한림읍 금능4길 12-11)
에서는 4월 21~22일 개해제를 진행하였다.
30여 명의 다이버들과 함께한 이번 개해제는 비양도가 보이는 금능포구에서 진행되
었으며, 한 해 동안 무사안정 다이빙을 기원하며 수중산책 멤버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제주 수중산책은 올 4월, 다이빙샵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제주 느낌 가득한 돌담길을 지나서 보이는 신축건물은 총 3층 건물로 1층은 다이빙샵
과 휴식이 가능한 라운지, 2층과 3층은 객실로 구성되어 있다. 객실은 2인실, 3인실,
4인실, 가족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홀로 여행객과 다이버를 위해 도미토리(1인 베
드)로도 이용할 수 있다.(1박 2만 원, 조식 포함) 건물 어디에서나 금능리 마을 전경과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다이버들과 여행객들에게 편안함과 휴식을 제공한다.
제주 수중산책 다이브샵은 레크레이션 다이빙 및 테크니컬 다이빙, 단계별 다이빙 교
육, 체험 다이빙을 진행하며, 다이빙 전용선을 보유하고, 비양도 주변 30여 개 다이빙
포인트에서 물때와 조류에 따른 안전한 포인트를 추천 받아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다.
(문의 : 064-796-0800 / http://cafe.naver.com/jejuilm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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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용 전문 브랜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채널

정준환 저
_ISBN 979-11-87510-06-2

우리는 매일 전자방사선에 피폭되고,
복합오염에 생활주거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탈원전을 꿈꾸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파헤 치다!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매스

우리는 어떻게 질병과 맞서 왔는가?
페스트에서 에볼라바이러스까지 질병과 삶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에너지 혁신을 향한 선도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

생활화학물질!

적 국가들의 면모와 원전

람들의 정신세계와 무너

익숙한 것들의 위협에서

대국 프랑스를 필두로 한

져 가는 사회, 변화하는

내 아이와 가족을 지키

에너지 전략과 그 현상을

문화·예술 및 역사를

는 방법을 제시한다.

파헤친다.

재조명한다.

}{

‘게임중독’이라는 굴곡
된 시선, 부정적 에너지
를 바꾸자.

게임에 대한 부모의
궁금증 Q&A와 상담
사례를 통해, 게임 뒤에 감
춰진 아이들의
심리를 꿰뚫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4 라길 3 내하빌딩 4층 Tel 02-775-3241 Fax. 02-775-3246

게임,
여가와 산업을 넘어
문화와 예술로

‘대한민국 게임의 미래’
에 던지는 제안서!

BOOKS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수중사진 백과사전

수영을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스노클링과 스킨다이
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교육방법, 즐
길 수 있는 장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글/사진 구자광·159쪽·값 18,000원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
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득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정리. 일시품절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다이버의 필독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
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
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14쪽·값 15,000원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
다이버의 수화법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작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는 수중사진에 관한 에
세이로 본지에 10년 이상(1~65회) 연재하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이다.
글/사진 황윤태·값 50,000원

송승길 수중사진집 해몽
작가의 바다에 대한 동경과 카메라에 대한
열정이 작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들어있어
작가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F32 그룹작품집 제3권

F32 그룹작품집 제2권

F32 그룹작품집 제1권

Marine Odyssey를 이은 세 번째 공동 작품집.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
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최소조리개를 뜻한다. <F32> 공동작
품집 3권은 17인이 참가하여 높은 퀄리티로 수중사
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작품집이다.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
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초소조리개를 뜻하며, 샤프한 사진을
추구하자는 의미이다.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
르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
어졌다.

Marine Odyssey Ⅱ

글/사진 F32그룹·204쪽·값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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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Odyssey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13인의 BLUE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주문 및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스
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
계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자신만의 독특한 관
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
보자. 값 10,000원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
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
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
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
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
지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
어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값 30,000원

Reef Fish Identification Tropical Pacific
열대 태평양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물고기
도감. 세계 최고의 수중사진가 및 생물학자 4
명이 만든 열대 태평양 연안의 리프 물고기에
대한 가장 개괄적인 수중생물 안내서이다.
Gerald Allen, Roger Steene, Paul Humann
New World Publications | 2003년 10월 01일
가격: 60,000원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스쿠바다이빙 백과사전

다이빙 이론과 실제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이
책을 통하여 다이버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기대한다.
글/사진 양근택·268쪽·값 25,000원

온더코너의 열정과ㅏ 행복을 노래하다

꿈을 꾸게 하는 그 곳, 바다
온더코너의 이름으로 함께 했던 지난 몇 년간
의 추억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 본 책은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다이빙 직
후의 생생한 후기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온더코너 지음·240쪽·값 14,800원

Reef Creature Identification
Tropical Pacific

Nudbranch & Sea Slug Identification
Indo-Pacific

열대 태평양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물고
기외의 수중생물 도감. 세계 최고의 수중사
진가 및 생물학자 2명이 만든 열대 태평양
연안의 물고기외의 수중생물 안내서이다.
Paul Humann, Ned Deloach | New World
Publications | 2010년 11월 15일
가격 60,000원

열대 인도-태평양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누
디브랜치와 씨슬러그 도감. 세계 최고의 수중사진
가 및 생물학자가 만든 열대 인도-태평양 연안의
누디브랜치와 씨슬러그에 대한 안내서이다.
Terrence M. Gosliner, Terrence M. / Angel
Valdes / David W. Behrens | New World
Publications | 2015년 10월 01일 | 가격 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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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다이빙을 위한
01 다이빙은 반드시 2인 1조로 버디 다이빙을 한다.
02 하강을 할 때는 아래를 보면서 천천히 하강하고 바닥 근처에 다다르면
중성부력을 맞추어 산호를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03 다이빙은 허용 한계 수심을 지키고, 무감압 한계 시간을 지킨다.
04 다이빙 중에 요요 다이빙을 하지 말고, 상승속도는 분당 9m 이내로
최대한 천천히 한다.

05 다이빙 중에 수중생물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06 공기 잔압 체크는 자주 하고, 공기는 70바가 남으면 상승을 시작해서
수면에 올라와서 50바가 남도록 한다.

07 수면 상승 시에는 수심 5m에서 3분 이상 안전정지를 한다.
08 수면 상승 시에는 반드시 소시지를 띄우고, 수면에 보트나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상승한다.

09 국내 다이빙을 할 때는 반드시 칼을 착용한다.
10 자기 실력에 맞는 사이트에서 다이빙을 한다. 또한 파도가 높거나 날씨가
나쁘면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11 다이빙 중에 호흡은 깊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한다.
12 다이빙 후에는 반드시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휴식 후에 고도가 높은지대에
올라가거나 비행기 탑승을 한다.

13 다이빙을 한 후에는 로그북을 작성하고 수중생물이나 생태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

14 다이빙 장비는 평소에 잘 관리하고 2년에 한 번 이상 오보홀을 한다.
15 다이빙 중에는 현지 가이드나 인솔 강사의 지시를 잘 따른다.
16 컴퓨터를 나이트록스 모드에 세팅한 채로 일반 공기를 사용하는 다이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 독이 있는 생물을 습득하여 독이 있는 생물을 조심한다.
18 다이빙할 때에 보조호흡기나 컴퓨터를 늘어뜨리지 않도록 몸에 바짝 붙인다.
19 다이빙 전후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
20 평소에 운동하여 체력을 키운다. 특히 다리의 힘을 길러주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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